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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국제투자협정과 관련된 중복제소 또는 투자자의 법정지쇼핑(forum 

shopping)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적 기반은 아직 명확히 마련되

어 있지 않다. 그나마 양자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등과 

같은 투자협정상의 장치를 통해 국제투자중재와 기타 구제절차 간의 병

행적 진행 및 중복제소 상황에 대한 통제를 모색해 볼 수 있는데, 그러

한 협정상의 장치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갈림길 조항(fork in 

the road clause)’이다. 갈림길 조항이란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통

해 분쟁해결을 모색하고자 할 때에, 해당 투자중재 이외의 구제수단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상의 장치를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에서 갈림길 조항에 근거하여 피청구국의 관할항변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투자중재판정례에서 갈림길 조항은 투자중재와 연계된 ‘동

일 분쟁(same dispute)’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발전되어 왔

는데, 대부분의 중재판정부들은 그러한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res judicata 원칙에 적용되는 기준인 ‘3중 동일성 기준(triple 

identity test)’, 즉 분쟁의 당사자ᆞ청구취지ᆞ청구원인 간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분쟁의 동일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런데 국제법상 

3중 동일성 기준은 대단히 형식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 갈림길 조항상의 동일분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국제투자중재와 기타 분쟁해결절차(대표적으로 법원소송과 같은 국

내 구제절차)는 청구의 법적 근거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청구원인의 동

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3중 동

일성 기준을 통해 분쟁 간 동일성이 인정받기 어렵게 되는 결과로 이어

지는 것이다. 한편, 소수의 중재 판정부들이 3중 동일성 기준이 아닌 다

른 종류의 개념을 적용하여 동일분쟁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아직 강학상의 논의로 남아있거나 극히 예외적인 소수설로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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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3중 동일성 기준의 실효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투자협정상의 갈림길 조항을 통해 중복제소를 방지한다는 정책

적 목표에는 그 실효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1980년대에 시작한 미국의 BI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갈림길 조

항의 연원과 변천과정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갈림길 조항의 도입 시에는 

갈림길 조항이 실제 사건에 적용될 경우 ‘동일 분쟁’ 요건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갈림길 조항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목적(특히, 국내 구제절차

의 독립성과 그 판결의 종국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갈림길 조항에 대한 해석론

적 접근 보다는, 갈림길 조항 이외 다른 조약상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갈림길 조항의 협상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BIT협상가들이 간과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여러 중재판정부들의 경험

을 통해 확인된 구조적 단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갈림길 

조항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동일분쟁’요건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갈림길 조항의 대안으로 

‘포기조항(wavier clause)’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포기조

항의 정책적 취지와 목적은 갈림길 조항의 그것과 상이하므로, 갈림길 

조항을 포기조항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체약국 정부는, 포기조항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

다.

주요어 : 갈림길 조항, 국제투자협정, 국제투자중재, res judicata,

  lis pendens, triple identity test, 포기조항

학  번  : 2011-2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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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국제투자분쟁과 중복제소

  국제투자의 맥락에서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작위ᆞ부작위 등으로 인

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투자자는‘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절차”라 한다)’

를 통한 구제수단을 모색해볼 수 있다. ISDS절차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

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법률적 구제수단인

데,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의 국적국과 투자유치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treaty)’상의 '사전 중재동의조항'에 그 근

거를 두고 있다. 그러한 투자보장협정에는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또는 "BIT"), 다자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treaty),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emnt 또는 

"FTA")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조약이 있다.

  ISDS절차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간의 협상, 조정, 소송, 중재 등

과 같은 여러 형태의 구제수단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

로는 관련 투자보장협정상의 사전중재동의조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

는 '국제투자협정중재(treaty-based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국

제투자협정중재를 ‘국제투자중재’ 또는 ‘투자중재’라는 용어로 통칭

하기로 한다.) 한편, 투자자는 당해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국제투자중재 이외에 다른 종류의 구제수단을 모색해 볼 수도 있

다. 예를 들어, (1)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에 체결된 투자계약 위

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상사중재를 진행

할 수도 있고, (2) 문제가 되는 투자유치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

송 내지 행정심판 등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 이처럼 투자유치국을 상대

로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하는 경우, 그와 연관된 여러 구제절차들이 중복

하여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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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중복제소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외국 투자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정지를 선택하는 소위 ‘법정지쇼핑(forum shopping)’을 할 

수도 있고, 병행적으로 진행된 각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 서로 일관되

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중복제소가 남용될 경

우 국제투자를 둘러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도 있으므로, 최근 들어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

다.1)

2. 중복제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투자협정상의 장치

  중복제소의 남용 문제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만한 국제법적 원칙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2) 그나마 국제투자중재 절차에서 이와 관련된 국제법

상의 일반원칙(예컨대, lis pendens 및 res judicata 원칙)이 원용되는 

경우도 있지만3) 이들이 모두 구속력 있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제투자중재와 기타 분쟁해결절차 간의 중복제소 상황을 규율

하는 장치를 투자보장협정과 같은 ‘조약’을 통해 마련하게 되면, 국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규율 체계의 성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4)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투자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갈림길조

항(fork-in-the road clause)'은 특정 투자분쟁에 관한 병행절차 및 

중복제소를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약상의 장치로 알려져 있다.

1) UNCITRAL, Note by Secretariat, "Concurrent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Forty-ninth session (New York, 27 June-15 July 2016) 참조; 
Campbell McLachlan, et al.,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 
Substantive Principles (Oxford, 2010), “Chapter 4. Parallel Proceedings” 
참조.

2) UNCITRAL, Note by Secretariat, 앞의 보고서 [註 1], paras. 35-36 참조
3) Campbell McLachlan, 앞의 책 [註 1], paras. 4.05-4.09 참조; UNCITRAL, 

Note by Secretariat, 앞의 보고서 [註 1], paras 24-28 참조.
4) UNCITRAL, Note by Secretariat, 앞의 보고서 [註 1] paras. 35-36 

("Cordiantion mechansims in investment treaties" 관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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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림길 조항이란 국제투자중재와 기타 분쟁해결절차 간의 중복 제소를 

방지할 목적으로, 대체로 투자중재의 신청인이 ‘동일분쟁(same 

dispute)’에 대하여 투자중재와 기타 구제절차 중 택일을 하도록 강제

하는 조항을 말한다. 예컨대 투자중재에서의 피청구국은 특정 계약위반 

사건에 대한 구제절차가 자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중재판정부의 관할을 부인하기도 한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

겠지만, 갈림길 조항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분쟁과 

투자중재에서 제기된 분쟁이 서로 같은 것인지에 관한 ‘동일성’ 여부

에 초점을 두고 법리가 발전되어 왔다.

3. 갈림길 조항의 실효성 문제

  투자중재 사건 이외에 기타 분쟁해결절차에서 제기된 분쟁과 동일한 

분쟁이 국제투자중재에서 제기된 경우, 해당 분쟁을 배제하는 것이 갈림

길 조항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갈림길 조항은 피청구국이 

신청인의 중재 신청을 배제할 목적으로 관할항변을 할 때에 많이 원용된

다.

  그러나 갈림길 조항에 근거한 피청구국의 관할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는 아주 드물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갈림길 조항에 근

거하여 관할항변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Pantechniki v. 

Albania 사건5)과 H&H Enterprises Investments v. Egyp 사건(비공

개사건)을 제외하면, 국제투자중재 사건에서 갈림길 조항에 근거한 관할

항변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진 예는 2016년 현재까지 찾아볼 수가 

없다.6) (반면, 피청구국이 갈림길 조항을 원용하여 제기한 관할항변이 

5) Pantechniki v. Albania, ICSID Case No. ARB/07/21, Award (30 July 
2009)(Paulson).

6) Campbell McLachlan, 앞의 책 [註 1], para. 4.77 (“The jurisprudence ... 
demonstrates that most attempts by States to invoke fork in the road 
provisions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have failed because the 
fundamental basis of the claims asserted in the other proceedings has been 
found to b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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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된 경우는 여러 투자중재 판정들을 통해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갈림길 조항을 원용하는 관할항변이 투자중재에서 거의 받아들

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갈림길 조항이 실효성 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1) 과연 투자협정상의 갈림길 조항이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는지, 

(2)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3) 갈림길 조항 본연

의 의도와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4. 본 논문의 구성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 제2장에서는 갈림길 조항의 정의는 무엇이

고 투자협정상 어떠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갈림길 조항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 연원과 발전 과정을 상세히 살펴본다. 제3장

에서는 그러한 갈림길 조항이 국제투자중재의 맥락에서 적용될 경우 어

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해당 조항의 주요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리해본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갈림길 조항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

제가 되는 쟁점은 국제투자중재절차와 기타 분쟁해결절차 간‘분쟁의 동

일성’ 여부인데, 거의 대부분의 중재판정부들이 이러한 동일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국제법상의 'res judicata' 요건에 적용되는 동일성 기

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갈림길 조항의 

해석 기준으로서 res judicata 원칙을 구성하는 주요 요건들을 구체적으

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갈림길 조항 본연의 정책적 목적과 의도를 

실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대안에 대해서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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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갈림길 조항의 형태와 목적

1. 갈림길 조항의 일반적인 형태

갈림길 조항의 조문은 협정 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일부 갈림길 조

항은 법원소송, 상사중재, 국제투자중재 둥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후, 투

자자가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중 하나를 골라 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갈림길 조항에는 특정 구제절차

의 택일이 다른 절차의 배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나 언급

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7) 예컨대 1991년에 체결된 알바니아-그리스 

BIT 제10조 제2항에서와 같이, 투자자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국제중재판정부로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태가 대표

적인 예이다. 

If such disputes cannot be settl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either party requested amicable settlement, the 

investor or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may submit 

the dispute either to the competent court of the 

Contracting Party or to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

  한편, 특정 구제절차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유사한 구제절차

7) 일부 학자 중에는 이와 같이 '배제효과'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갈림길 조항을 일컬어 'false fork in the road'조항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Hanno Wehland, The Coordination of Multiple Proceedings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Oxford, 2013), para. 3.148 참조. 그러나 이러
한 해석은 'false'라는 용어로 인하여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조문상 'false 
fork in the road'의 형태의 갈림길 조항에 나열된 절차 중 하나가 택일되는 경우에
도 다른 절차들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Ibid, para. 3.149 
참조), 이러한 해석은 연역적·논리적인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2. 갈림길 조항의 목적과 제도적 취지'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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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갈림길 조항의 형태

도 존재한다. 이는 결국 투자중재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갈림길 조항에 

함께 나열되어 있는 다른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

진다. 예컨대, 1993년에 발효된 프랑스-아르헨티나 BIT(제8조)는, 특

정 분쟁해결절차의 선택과 함께 다른 절차의 이용 가능성이 전면 차단되

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8)

[A claim] shall be submitted, at the request of the 

investor, either to the national courts of the contracting 

Party involved in the dispute, or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 Once an investor has submitted the dispute 

either to the jurisdictions of the Contracting Party 

involved or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choice of one 

or the other of these procedures shall be final.9)

  그리고 1991년에 체결되고 1994년에 발효된 아르헨티나-미국 BIT

의 갈림길 조항(제7조)의 경우에는, 기존 국내소송 내지 기타 분쟁해결 

절차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국제투자중재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중재 절차를 원용할 권리가 애초부터 배제

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10)

Provided that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not 

submitted the dispute for resolution under paragraph 2(a) 

or (b) [referring to the domestic courts and a previously 

8) 일부 학자 중에는 이처럼 '배제효과'과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형태의 갈림길 조항을 
일컬어 'true fork in the road'라고 일컫는 이도 있다(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3.149 참조).

9) 2005년에 발효된 한-네덜란드 BIT의 경우에도, 네덜란드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
대로 투자중재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한국 법원에 제기된 동일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
정되었을 경우 투자중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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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respectively] [...]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choose to 

consent in writing to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for 

settlement by binding arbitration.11)

2. 갈림길 조항의 목적과 제도적 취지

  일반적으로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국제중재와 기타 구제절차(예컨대, 

국내법원 소송 및 상사중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여러 조항들이 투자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12) 그 중에서도 (1)국내 국제절차 소진 원칙

(exhaustion of local remedy)과 (2) 갈림길 조항이 대표적인 조항이

다.13) 그 밖에도 특정 기간 동안 국내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있다.14) 

  이처럼 갈림길 조항은 특정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국제투자중재 절차와 

기타 구제절차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그러한 구제절차들 간의 중첩적인 진행(duplicative proceedings) 또는 

이중제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한편, 투자자가 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를 진행하

고자 할 경우, 해당 투자자로 하여금 애초부터 기타 구제절차를 진행하

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갈림길 조항의 목적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

다.16)

11) 이는 본 장 “2.1.2. 갈림길 조항의 원형과 발전”에서 분석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80
년대 작성된 US Model BIT의 형태에 기반하고 있는 갈림길 조항이다.

12) Christoph Schreuer, “Travelling the BIT Route -- of Waiting Period, 
Umrella Clause, and Fork in the Road”, The Journal of World Investment 
& Trade, Vol. 5 No. 2 (April 2004), p.239.

13) Ibid; 법무부,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2010), pp. 354-364. 
14) 예컨대, 아르헨티나-스페인 BIT, Article X(3)(a) 등 참조.
15) Christopher F. Dugan, et al., Investor-State Arbitration (Oxford Univ. 

Press, 2005), p. 370 ("true fork in the clauses are primarily designed to 
prevent duplicative dispute resolution activity, which is viewed as 
potentially abusive and unfair to the host state").

16) Ibid, p. 371 ("a fork in the road provision discourages recourse to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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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아래에서는 갈림길조항이 어떠한 맥락에서 탄생하고 발전해왔

는지 분석해 보면서, 갈림길 조항이 가지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1. 갈림길 조항의 발생과 변천

2.1.1. BIT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조항의 발전

2.1.1.1. 유럽식 BIT의 탄생

  일반적으로 투자보장협정, 그 중에서도 양자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은 유럽에서 먼저 탄생하였는데, 

1959년 체결된 독일-파키스탄 BIT가 최초의 BIT로 알려져 있다.17)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특히 프랑스와 스위스)은 대체로 

개발도상국들과 BIT 체결을 시작하였다.18) 특히, 1960년대 초반에는 

세계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투자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OECD는 1962년에 '외국 재산의 보호에 관한 

협정 초안'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Foreign 

Property, 이하 "OECD Draft Convention")을 작성하여 출간(print)하

였는데, 이는 OECD 국가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여 다자협정

(multilateral convention)으로 체결되지는 못하였다.19) 비록 OECD 

courts and administrative tribunals whenever the investor is aware of and 
interested in preserving its rights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under the 
investment protection treaty").

17) Rudolf Dolzer & Margrete Steven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p. 1. 

18) Ibid. 
19) Andrew Newcombe & Lluis Paradell, Law and Practice of Investment 

Treaties, Standard of Treatmen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 43 참
조. OECD는 1962년에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Foreign 
Property를 발간하였고, 이는 1967년에 OECD에서 Resolution of the Council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Ibid, p. 30). 1967년 승인된 OECD Draft 
Convention은 대우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of treatment) 내지 수용
(expropriation)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비교적 간략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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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Convention이 다자협정으로 체결되지는 못하였지만, 이후 1970

년대 OECD 회원국들이 BIT의 초안을 기안하고 협상에 임하는데 상당

한 영향을 미쳤다.20) 예컨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스위스, 네덜란

드, 이탈리아,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등의 국가들이 연달아 체결하기 시작하

였는데,21) 이 당시 체결되던 BIT들의 조문은 대체로 OECD Draft 

Convention에 기반하여 간략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Draft Convention에는 아래와 같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조항(이

하 “ISDS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

정부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동의조항이었다.

(b) A national of a Party claiming that he has been 

injured by measures in breach of this Convention 

may institute proceedings against any other Party 

responsible for such measures before the Arbitrator 

Tribunal [...]:

(i) the Party against which the claim is made has 

accepted the jurisdiction of that Arbitral Tribunal 

by a declaration which cover that claim; and

(ii) the Party of which he is a national has indicated 

that it will not institute proceedings paragraph (a) 

[i.e., state-to-state arbitration] or, within six 

months of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rom its 

national for the institution of such proceedings, 

has not instituted them.

(c)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b)(i), 

whether general or particular, may be made or 

revoked at any time. In respect of claims arising out 

20) Rudolf Dolzer, 앞의 책 [註 17], p. 2.
21) Andrew Newcombe, 앞의 책 [註 19],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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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r in connection with rights acquired during the 

period of the validity of such declaration, it shall 

continue to apply for a period of five years after its 

revocation.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 실제로 체결된 BIT들 중에는 이러한 

ISDS조항이 포함된 BIT가 없었다. 그러다가 1966년에 워싱턴 협약(또

는 ICSID Convention)이 발효되자, 1968년에 체결된 인도네시아-네덜

란드 BIT에서 최초로 ICSID에서의 중재 및 조정 절차를 규정한 ISDS

조항이 포함되었다.22) 이후 197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여개의 

BIT가 체결되었는데, 당시 체결된 BIT 당사국들은 유럽과 제3세계 국

가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ISDS조항 또한 ICSID 등을 통한 중재

절차를 간략히 명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예컨대, 1976년에 체결

된 영국-이집트 BIT의 ISDS조항은 투자분쟁이 국내 국제절차(local 

remedies)를 통해 3개월 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ICSID에서의 중재 및 

조정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23) (한편, 이 시

기 까지 체결된 BIT의 ISDS조항에서는 갈림길 조항을 발견하기는 어렵

다.24))

Each Contracting Party hereby consents to submit to the 

[ICSID]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arbitration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y legal dispute arising between 

that Contracting Party and a national or a compan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an investment of the 

latter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 If any such 

22) Andrew Newcombe, 앞의 책 [註 19], p. 44 (각주 264) 참조.
23) 한국이 1980년에 스리랑카와 체결한 한-스리랑카 BIT도 이와 유사한 ISDS조항을 가

지고 있었다(제10조).
24) 한국이 1970년와 1980년대 중반 까지 체결한 BIT에도 갈림길 조항이 포함된 ISDS조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이 체결한 BIT 중 최초로 갈림길 조항이 등장하는 BIT는 
1988년에 말레시아와 체결하고 1989년에 발효된 BIT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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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should arise and agreement cannot be reached 

within three months between the parties to this dispute 

through pursuit of local remedies, through conciliation or 

otherwise, then, if the national or company affected also 

consents in writing to submit the dispute to the Centre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arbitration under the 

Convention, either party may institute proceedings by 

addressing a request to that effec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Centre as provided in Article 

28 and 36 of the Convention. In the event of 

disagreement as to whether conciliation or arbitration is 

the more appropriate procedure, the national or company 

affected shall have the right to choose. 

 

  이 시기 체결된 유럽식 BIT 중에는 그나마 ‘국제구제완료에 요건’

(예컨대, 위 영국-이집트 BIT에서 ICSID중재·조정절차 개시 이전에

“pursuit of local remedies”를 요구하는 형태)도 없이 ICSID 중재에 

의한 ISDS조항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1978년

에 체결되고 1979년에 발효된 스웨덴-이집트 BIT는 투자자-투자유치

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ICSID에서의 중재로 해결한다고 간단히 

명시되어 있다(제6조).

In the event of a dispute arising between a national or a 

company of one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connection with an investment o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t shall upon the 

agreement by both parties to the dispute be submitted for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established under the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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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dated 

March 18, 1965.

  이처럼 1960년대에 탄생하여 1970년대를 거쳐 발전을 거듭한 '유럽

식 BIT'는 그 이후에도 국가들마다 큰 틀의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아래

에서 설명할) '미국식 BIT'와는 독립적인 형태의 발전을 계속하였다. 

2.1.1.2. 미국식 BIT의 탄생

  한편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

간 경제협력관계(bilateral economic relations)를 우호통상항해조약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treaties, 이하 "FCN")을 통

해 맺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개발도상국들과 

FCN을 체결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고,25) 당시 외국 투자에 종사

하는 미국의 기업들의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1970년

대 말부터 개발도상국들과 FCN이 아닌 BIT체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

게 된다.26)

  미국 정부는 1970년대 말 내부적으로 BIT협상 초안(negotiation  

text)을 마련하여 1980년 싱가폴과의 BIT협상을 시작하였다.27) 그러나 

싱가폴과의 BIT 협상은 결렬되고, 미국 정부 내 협상팀(inter-agency 

team)은 거기서 사용된 BIT 협상초안을 수정하여 1981년 12월 마침내 

BIT모델협상초안(model negotiating text)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 초

안은 이후 이집트와 파나마와의 BIT 협상에서 사용되었다.28) 이후 미국

25) Rudolf Dolzer, 앞의 책 [註 17], pp. 3-4. 미국이 마지막으로 체결한 FCN은 1966
년에 토고 및 태국과 각각 체결한 것이었다(Ibid, p. 4).

26) Andrew Newcombe, 앞의 책 [註 19], p. 44 참조. 
27) Kenneth J. Vandevelde,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1, Issue 2 (1988), 
p.210.

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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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2년 파나마와 미국 역사상 최초의 BIT를 체결하게 된다.29)

  1959년 독일-파키스탄 BIT가 체결된 이래로 초기 유럽식 BIT들에

는 ISDS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1968년에 체결된 네덜란드-인

도네시아 BIT에 이르러 비로소 ISDS조항을 포함하는 BIT들이 등장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최초로 체결한 BIT인 파나마-미국 BIT

에는 처음부터 ISDS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제7조).30)

  이후 미국은 BIT 협상초안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가는데, 이집트·파

나마와의 협상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1981년 12월자 협상초안

을 수정하여 1982년에는 여러 차례 수정 모델초안을 만들어내었다.31) 

  미국이 본격적으로 BIT를 체결하기 시작하자, 1980년에는 전 세계적

으로 BIT의 체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32) 그리고 미국이 체결하기 시

작한 이들 BIT에는 대부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1982년 모델 BIT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조항 부터 '갈

29) 1982년에 체결된 파나마와의 BIT는 약 10년 후인 1991년에 발효되었다. 한편, 
Newcombe 교수는 그의 책에서 미국이 체결한 최초의 BIT가 이집트와의 BIT라고 소
개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기술로 보인다. Andrew Newcombe, 앞의 책 [註 19], 
p.47 ("The US developed a model BIT in 1982 and concluded its first BIT 
with Egypt that same year") 참조. 미국은 이집트와 1986년에 BIT를 체결하였고, 
이는 1992년에 발효되었다. UNCTAD 웹사이트 참조: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IA/AdvancedSearchBITResults (최종방
문: 2016. 7. 23.). 

30)  "2. In the event of an investment dispute between a Party and a national 
or company of the other Party with respect to an investment of such 
national or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Party,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initially seek to resolve it by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The parties may, upon the initiative of either of them and as a part of 
their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agree to rely upon non-binding, 
third-party procedures, such as the fact-finding facility available under the 
Rules of the Additional Facility ("Additional Facility")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entre"). If the dispute 
cannot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then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for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pon which they have previously agreed. 
Such procedures may provide for recours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using a forum such as the Inter-Americ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 

31) Kenneth J. Vandevelde, 앞의 논문 [註 27], p. 210.
32) Andrew Newcombe, 앞의 책 [註 19],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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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길조항(fork-in-the road)'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

2.1.2. 갈림길 조항의 원형과 발전

  역사상 BIT가 체결된 이래, 갈림길 조항이 처음 도입된 BIT는 1982

년 체결된 미국-파나마 BIT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식 BIT가 등장

하기 이전 유럽 국가들이 체결한 유럽식 BIT들을 모두 검토해본 결과, 

초기 유럽식 BIT에는 갈림길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

다.33) 1982년 미국-파나마 BIT에 포함되어 있던 갈림길 조항의 초기 

형태는 다음과 같다(제7조).

2. [...] If the dispute cannot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then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for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pon which 

they have previously agreed. Such procedures may 

provide for recours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using a 

forum such as the Inter-Americ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

3. (a)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choose to 

consent in writing to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to the Additional Facility for settlement, either by 

conciliation or binding arbitration, at any time after 

six months from the date upon which the dispute 

arose. Onc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so consented, either party to the dispute may 

institute proceedings before the Additional Facility, 

33) <별표 1> 참조. <별표 1>은 1959년 체결된 독일-파키스탄 BIT 부터 1982년에 체결된 
미국-파나마 BIT까지 전세계적으로 체결된 BIT들의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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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the dispute has not, for any reason, been 

submitted for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previously 

agreed to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not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courts of justice, 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ies of competent jurisdiction of 

either Party.

  위 미국-파나마 BIT상의 ISDS조항에 따르면 투자분쟁이 발생할 경

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이는 반드시 1차적으로 

'Inter-Americ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중재절차와 

같이 기존에 합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투자자는 분쟁

발생 6개월 이후 언제라도 ‘ICSID Additional Facility’를 이용하는 

중재 및 조정에 분쟁을 회부하는데 '동의(consent)'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단, 해당 분쟁이 기존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procedure previously agreed), 투자유치국의 법원(courts of justice)

이나 행정심판관·기관(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y)에 회부되

지 않은 경우에만 그러한 동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는 앞서 간략히 살펴본 갈림길조항의 전형적인 한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파나마 및 이집트와의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1982

년 BIT협상초안을 정비하였으므로,34) 1982년 BIT 협상 초안(이하 

"1982년 BIT 협상 초안")은 미국의 협상가들이 미국-파나마 BIT체결 

이후 갈림길 조항의 형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형화 시켰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1982년 BIT협상 초안의 ISDS조항(제7조)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파나마 BIT 상의 갈림길 조항과 표현면에

서 약간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4) Kenneth J. Vandevelde, 앞의 논문 [註 27],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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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If the dispute cannot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then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for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upon which 

they have previously agreed [....] 

3. (a) In the event that the dispute is not resolved under 

procedures specified abov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choose to consent in 

writing to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to the 

[ICSID] or the Additional Facility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binding arbitration, if, within 

six (6) months of the date upon which it arose: 

(i) the dispute has not been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or (ii) the dispute 

has not, for any reason, been submitted for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previously agreed 

to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or (iii)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not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courts of justice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ies of competent 

jurisdiction of the Party that is a party to the 

dispute. Onc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so consented, either party to the dispute 

may institute proceedings before the Centre or 

the Additional Facility of the Centre. If the 

parties disagree over whether conciliation or 

binding arbitration is the mor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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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to be employed, the opinion of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shall prevail. 

  1982년 BIT 협상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자분쟁의 당사자

들이 기존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previously agree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가 존재할 경우, ICSID를 통한 분쟁해결을 모색

할 수 없도록 해석된다는 점이다.35) 즉 BIT상의 ICSID 분쟁해결절차는 

기존에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를 '대체(replace)'하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존에 합의된 절차가 '없는

(absence)' 경우에만 BIT상의 분쟁해결절차(즉, ICSID 투자중재)를 이

용할 수 있다는 해석론이 가능하다.36) 

  한편, 기존에 합의된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모두(parties)가 해당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the dispute has not ... been submitted for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previously agreed to by the parties)'에만 BIT상의 ISDS절차를 원

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37) 이는 투자유치국(host state 또

는 state party to the dispute)이 기존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로 분쟁

을 미리 회부하는 방식으로 BIT상의 ISDS절차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38)

  그러나 당시 여러 나라들과 BIT협상에 개입하고 있던 미국의 BIT협

35) Kenneth J. Vandevelde, U.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Oxford, 
2009), p. 579 (“The first condition that must be met for the investor to 
consent to ICSID arbitration is that the investor must not have submitted 
the dispute to previously agree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noted 
above, the BITs provide that any previously agree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hall’ be used. Thus, the effect of this first condition would 
seem to be to preclude an investor from pursuing investor-state arbitration 
under the BIT if previously agreed procedures exist”).

36) Ibid. 
37) Ibid. 
38) Ibid. (이러한 형태의 조항은 미국이 이집트, 파나마, 하이티, 세네갈 등과 체결한 BIT

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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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들은, 기존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의 존재로 인해 투자자가 BIT상

에 규정된 투자자-국가 간 중재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39) 즉, 이들

은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와 국가가 기존에 합의해 놓은 특정 분쟁해결절

차의 존재와 상관없이, 투자자-국가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40) 따라서 미국의 BIT협상가들은 

1983년에 새로운 모델 BIT(이하 "1983년 US Model BIT")를 작성하

면서, 1982년 초안의 제7조 제3항 a호의 내용을 (투자자와 투자 유치

국 중 일방이 아닌) '투자자(investor)'가 기존에 합의된 절차로 분쟁을 

회부하는 경우에만 BIT상의 투자자-국가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41) 이를 통해, 투자자는 기존에 합의한 분

쟁해결 절차와 BIT 상에 규정된 중재절차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반영된 1983년 US Model BIT의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제7조).

2. [...] If the dispute cannot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then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for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upon which 

they have previously agreed [....] 

3. (a)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choose to 

consent in writing to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to the [ICSID] or the Additional Facility,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binding arbitration, at 

any time after six months from the date upon 

which the dispute arose, provided, 

(i) the dispute has not, for any reason, been 

39) Ibid.
40) Ibid. 
41) Ibid, p.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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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ted by the national or company for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previously 

agreed to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ii)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not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courts of 

justice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ies of competent jurisdiction of the 

Party that is a party to the dispute.

Onc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so 

consented, either party to the dispute may institute 

proceedings before the Centre or the Additional 

Facility. If the parties disagree over whether 

conciliation or binding arbitration is the more 

appropriate procedure to be employed, the opinion of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shall prevail.

  그러나 1982년 BIT 협상 초안과 마찬가지로, 1983년 US Model 

BIT는 제7조 제2항에서 "shal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존에 분쟁 당

사자들 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해야하는 것으로 강제하면서도, 

동시에 제3항에서는 투자자가 그렇게 기존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를 원

용하지 않을 경우 ICSID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주고 있

어, 조문이 다소 혼란스럽게 구성되어 있다.42)

  한편 1983년 US Model BIT 상으로 ICSID 중재절차를 이용하기 위

한 두 번째 요건은 국내 행정법원 및 기관(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ies)에 해당 투자분쟁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1983년 Model BIT가 1970년대에 유럽국가들이 체결한 BIT에서와 같

은 국내 국제절차 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 요건은43) 삭제

42) Kenneth J. Vandevelde, 앞의 책 [註 35], p. 580.
43) 예컨대, 앞서 살펴본 1976년에 체결된 영국-이집트 BIT 또는 1980년에 체결된 한-스리



- 20 -

한 대신, 그러한 국내 국제절차에 분쟁을 회부하게 되면 ICSID중재절차

를 전혀 이용할 수 없도록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문 

구성은 ICSID중재절차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ICSID중재절차를 제기하

려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국내 국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주저하도록 만

드는 효과를 가진다.44) 그러나 이는 당시 미국의 BIT 협상가들이 동일 

투자분쟁이 여러 분쟁해결절차에 중첩되어 제기되지 않도록 BIT를 구성

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45) 또한 이러한 조문상의 구조는 당시 BIT체결 

시 빈번하게 인용되던 ICSID 협약상의 조건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

다. 즉, ICSID 협약 제26조는 ICSID 중재에 합의할 경우 달리 합의하

지 않는 한 이는 다른 구제절차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

었다.46) 따라서 투자자가 ICSID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선택하

게 되면, 투자자 또는 투자유치국이 해당 투자분쟁을 국내법원에서 해결

하고자 하는 것은 ICSID 협약 위반이 되는 것이다. 1983년 US Model 

BIT는 이러한 ICSID 협약상의 요건에 부합되도록 구성된 것으로 보인

다.

  이후 미국 정부가 작성한 1984년 US Model BIT (이하 "1984년 

US Model BIT")의 ISDS조항은 1983년 US Model BIT상의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후자는 투자자가 ICSID중재절차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을 '동의(consent)'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

면, 전자는 투자자가 ICSID중재절차로 분쟁을 회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그러한 동의를 전제로 해당 중재절차를 개시

(institute proceedings before the Centre)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

다. 이처럼 1984년 US Model BIT가 ICSID 중재 개시절차를 보다 세

분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효과 면에서는 1983년 US Model BIT와 

크게 다르지 않다.47) 1984년 US Model BIT의 해당 부분(제6조)은 

랑카 BIT 참조.
44) Kenneth J. Vandevelde, 앞의 책 [註 35], p. 579.
45) Ibid. 
46) ICSID 협약 제26조 ("Consent of the parties to arbitration under this 

Convention shall, unless otherwise stated, be deemed consent to such 
arbitration to the exclusion of any other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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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2. [...] If the dispute cannot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for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previously 

agreed, applicable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 

3. (a)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choose to 

consent in writing to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to the [ICSID] or under the rules of the Additional 

Facility of the [ICSID],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binding arbitration, at any time after 

six months from the date upon which the dispute 

arose. Onc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so consented, either party to the dispute may 

institute proceedings before the Centre or the 

Additional Facility provided, 

(i) the dispute has not been submitted by the 

national or company for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previously 

agreed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and

(ii)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not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courts of 

justice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ies of competent jurisdiction of the 

Party that is a party to the dispute.

If the parties disagree over whether conciliation or 

binding arbitration is the more appropriate procedure to 

be employed, the opinion of the national or company 

47) Kenneth J. Vandevelde, 앞의 책 [註 35], p.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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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ed shall prevail.

  이처럼 1983년과 1984년에 만들어진 US Model BIT들은 모두, 합

의(settlement)가 이루어지지 않는 투자 분쟁의 발생시 (1) 분쟁 당사

자들이 기존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절차로 분쟁

을 합의하여야 하고, (2) 투자자가 기존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당해 

분쟁을 회부하지 않았으면서, 동시에 투자유치국의 법원 및 행정기관에 

동 분쟁을 제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ICSID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1983년 Model BIT가 만들어질 

당시 BIT협상가들이 의도하였던 바인 (1) 분쟁 당사자들이 기존에 합의

한 분쟁해결절차가 있다면, 투자자는 그것과 ICSID 절차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2) ICSID 중재절차의 개시를 염두

에 두고 있는 투자자로 하여금 국내 국제절차(local remedies)의 이용

을 피하도록 하면서, 국내 국제절차와 투자중재 간의 중복 제소를 못하

도록 하는 취지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83년 및 1984년 US Model BIT상의 이러한 목적은 1987

년에 수정된 US Model BIT(이하, "1987년 US Model BIT")를 통해

서 보다 분명해졌다.  1984년 BIT와 마찬가지로 1987년 US Model 

BIT에서도, ISDS조항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1984년 US 

Model BIT가 기존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를 '강제'하면서도 ICSID중재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순을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2. [...] Subjec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if the 

dispute cannot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for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previously agreed, 

applicable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 

3. (a)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choose to 

consent in writing to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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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ICSID] or to ad hoc arbitration applying 

the rules of the Centre, for the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binding arbitration, at any time after 

six months from the date upon which the dispute 

arose. Onc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so consented, either party to the dispute may 

institute proceedings before the Centre or the 

Additional Facility provided, 

(i) the dispute has not been submitted by the 

national or company for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previously 

agree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ii)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not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courts of 

justice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r 

agencies of competent jurisdiction of the 

Party that is a party to the dispute.

If the parties disagree over whether conciliation or 

binding arbitration is the more appropriate procedure to 

be employed, the opinion of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shall prevail.

  즉, 위 조문 제2항에서 기존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야한다는 강제조항

을, 투자자가 ICSID중재 및 임의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제3항의 내용에 

종속(“subject to Paragraph 3”)시킴으로서 두 조문 간의 충돌을 없

앤 것이다. 따라서 기존 1983년과 1984년 Model BIT의 취지였던, 투

자자가 '기존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와 'ICSID 중재절차' 중에 택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보다 분명해졌다.48)

48)  Kenneth J. Vandevelde, 앞의 책 [註 35], p. 5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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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1987년 US Model BIT를 계기로 여러 구제절차 간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분쟁해결조항이 수정되었고, 이로써 비로소 '갈림길조항

(fork in the road clause)'의 원형이 거의 완성된 형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87년 Model BIT상의 분쟁해결조항 형태는 거의 동일하게 이어지

다가, 1992년 Model BIT(이하 "1992년 US Model BIT")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수정이 가해진다. 1992년 US Model BIT는 분쟁당사자들이 

기존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를 강제하는 조문을 수정하여, 그렇게 합의

한 분쟁해결절차와 국제중재 및 국내 국제절차 중에 투자자가 직접 선택

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제6조).

2. In the event of an investment dispute,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ould initially seek a resolution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If the dispute cannot be 

settled amicably,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choose to submit the dispute for resolution:

(a) to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f the 

Party that is a party to the dispute; or 

(b)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previously 

agreed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or

(c)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paragraph 3.

3. (a) Provided that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not submitted the dispute for resolution under 

paragraph 2 (a) or (b) and that six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aros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choose to 

consent in writing to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for settlement by binding arbitration:

  (i) [ICSID];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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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ICSID Additional Facility]; or

 (iii) in accordance with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iv) to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 or in 

accordance with any other arbitration rules, as 

may be mutually agreed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b) Onc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so 

consented, either party to the dispute may initiate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oice so 

specified in the consent. 

  1992년 US Model BIT의 갈림길 조항은 위 조문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1) 투자유치국의 국내 국제절차, (2) 당사자들이 기존

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 (3) 국제중재절차를 나열하고, 이들 중에 하나

를 택일 하여 투자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제3항 

제a호는 중재절차는 '국내 국제절차 내지 기타 분쟁해결절차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 나열된 분쟁해결절차들이 서로 

배타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49) 실제로, 1992년 US Model BIT

에 기초하여 미국이 체결한 BIT들에 대한 대부분의 'submittal letter'들

에는 "투자자는 배타적(exclusive)이고 철회불가한(irrevocable) 선택

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었다.50)

  이후 1994년에 작성된 US Model BIT(이하 "1994년 US Model 

BIT")에서는 구제절차 간의 배타성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시도

49) Kenneth J. Vandevelde, 앞의 책 [註 35], p. 588.
50) Ibid, p. 53. “Submittal letter”란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한 설명

을 담은 일종의 정부 내부 보고서로서, 먼저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이를 체
결된 조약과 함께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은 이를 제가하여 비준 건의
(recommendation)을 담은 서신(letter of transmittal)과 함께 상원(Senate)에게 전
달하게 된다. 이에 상원은 submittal letter와 대통령의 letter of transmittal 을 검
토하여 해당 조약의 비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ibid,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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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졌다. 즉, BIT상의 분쟁해결조항(제9조)은 (1) 국내 국제절차 

(2) 당사자들이 기존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 (3) 국제중재 중에 "하나

(one)"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 선택사항들 중 하나 이외에

는 추가적인 선택이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2. A national or company that is a party to an investment 

dispute may submit the dispute for resolution under 

one of the following alternatives:

(a) to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f the 

Party that is a party to the dispute; or

(b)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previously 

agreed dispute-settlement procedures; or

(c)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paragraph 3.

3. (a) Provided that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not submitted the dispute for resolution under 

paragraph 2 (a) or (b), and that three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aros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submit the dispute for settlement by binding 

arbitration:

  (i) [ICSID]; or

  (ii) [ICSID Additional Facility]; or

 (iii) in accordance with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iv) if agreed by both parties to the dispute, to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 or in accordance 

with any other arbitration rules.

  1994년 US Model BIT는 2004년 Model BIT가 작성될 때 까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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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지 않고 계속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2004년에 체결된 

Model BIT에서는 1994년까지 사용된 갈림길 조항이 대폭 수정되어, 

아래 제5장에서 설명할 포기조항으로 그 모습을 탈바꿈하게 된다. 따라

서 미국 Model BIT를 기준으로 볼 때, 갈림길 조항의 변천 과정은 

1994년 US Model BIT를 마지막으로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식 BIT와는 달리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한 유럽식 BIT들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도 갈림길 조항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 여러 나라들이 BIT 협상을 위하여 사용

한 초안, 즉 각국의 Model BIT 상의 ISDS조항의 검토를 통해서 가늠

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영국 Model BIT, 1992년 오스트리아 Model 

BIT, 1991년 덴마크 Model BIT, 1991년 독일 Model BIT, 1993년 

네덜란드 Model BIT 초안, 1986년 스위스 Model BIT 등의 ISDS조항

에는 갈림길 조항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51)

  그리고 이들 유럽식 BIT들 중 최근에 개정된 2008년 오스트리아 

Model BIT를 보면 갈림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2009년 독일 

Model BIT, 2004년 네덜란드  Model BIT, 2008년 영국 Model BIT 

등에는 여전히 갈림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52)

2.2. 갈림길 조항의 목적과 취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림길 조항의 원시적 형태는 1980년대 초

반 미국 BIT협상 초안에서 처음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1980년대 

이전에 체결된 유럽형 BIT에서는 갈림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1982년 미국의 BIT협상 초안에서는 투자분쟁의 당사자 간

에 합의된 분쟁해결 절차가 있다면, 그것이 BIT상의 분쟁해결절차에 우

선하여 이용되어야 하는 구조였으나, 1983년과 1984년 US Model 

BIT 수정안을 거치면서 기존 합의절차와 BIT상의 ISDS절차(특히 국제

51) <별표 2> 는 이들 유럽국가들이 작성한 Model BIT들에 포함되어 있는 ISDS조항을 정
리하였다. 

52)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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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

자자의 선택을 존중함과 동시에, 법원 소송과 같은 국내구제수단이 제기

될 경우 BIT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중복제

소를 방지하였다. 

  1987년 US Model BIT에서는 위와 같은 조문상의 구조를 보다 명확

히 정리하였고, 1992년과 1994년 US Model BIT에서는 이들 세 가지 

구제절차(즉, 국제중재절차, 기존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 국내 국제절

차)들을 조문상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이들 간의 배타적인 선택이 이루

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US Model BIT를 참고하여 

작성된 실제 투자협정들은 가장 발전된 형식의 갈림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갈림길 조항이란 투자분쟁의 당사자들(투자유치국과 투자

자)이 기존에 합의한 분쟁해결조항을 BIT에 따른 국제중재절차 보다 우

선시하는 성격에서 출발하였으나, 종국적으로는 투자자로 하여금 그 두 

가지 절차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줌과 동시에, 국내 국제절차

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국제중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형태로 수정

이 이루어졌다. 

  갈림길 조항에서 국제중재와 기존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 간 투자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투자자의 이익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구제절차 진행으로 인해 국제중재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국제법에 의한 분쟁해결에 앞서 국내 국제절차의 완료를 강조하는 기존 

국제공법의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관련 중재판정례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갈림길 조항은 태생적으로 투자자 보다는 투자유치국

의 이해관계를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 존재한다. 예컨대 

1991년에 체결되고 1992년에 발효된 스페인-아르헨티나 BIT에 근거

하여 제기된 Maffezini v. Spain사건의 판정부는 갈림길 조항이 ‘투자

유치국의 공공 정책(public policy)’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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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사자들이 소위 '갈림길조항'(즉, 국내 법원 또는 국제 중

재 중 택일을 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에 

합의하였다면, 그리고 그렇게 내려진 선택이 종국적(final)이고 

불가역적(irreversible)인 것이라면,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최

혜국대우조항(MFN) 등을 통해서 우회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

게 갈림길 조항이 무시될 경우] 이는 많은 국가들이 공공정책

(public policy)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절차(arrangement)의 

종국성(finality)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53)

이처럼 갈림길 조항은 투자자 보다는 투자유치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목적 또한 투자유치국 정부의 

이익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들 BIT들의 갈

림길조항들은 국내 국제절차 및 기존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에 분쟁이 

회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중재동의(consent)의 조건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유치국이 중재동의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들

의 ‘정책적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국 자체의 사법체계가 아

닌 국제투자중재 판정부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하여 호의적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유치국들은 가능하면 외국 투자자

와의 투자분쟁을 국내법원 내지 기존에 미리 합의한 절차 등을 통해 해

결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공법상의 일반 

원칙인 '국내 국제절차 소진' 원칙이 가지는 목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갈림길 조항이 ‘중재동의의 조건’으로 국내분

쟁해결 절차 내지 (투자중재절차 이외에) 기존에 투자자와 미리 합의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들 절차의 

‘독립성’과 ‘종국성’이 투자중재절차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는 투자유치국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53) Maffezini v. Spain, ICSID Case NO. ARB/97/7, Decision on Jurisdiction (25 
January 2000)(Vicuna, Buergenthal,Wolf), para.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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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갈림길 조항의 적용 형태와 해석 방식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여러 형태의 갈림길 조항들은 조문상으로는 

서로 상이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구조나 효과 면에서 보

면, 특정 ‘분쟁(dispute)’에 대하여 국제투자중재의 신청인이 이미 국

내 사법ᆞ행정절차 및 기타 분쟁해결 수단에 의한 구제수단을 이미 개시

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투자중재를 개

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즉, 대부분의 갈림길 조항들은 중복

제소 방지의 대상을 투자중재 및 기타 구제절차에서 제기된 절차 간의 

‘분쟁’에 국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갈림길 조항에 근거한 관할항변이 거의 받아들여지

지 않고 있다.54) 이는 투자중재에 회부되는‘분쟁’과 기타 국내 구제

절차에 회부되는 ‘분쟁’이 서로 상이한 분쟁이라는 논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55) 이번 장에서는 갈림길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중재판정부

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와 갈림길 조항상의 주요 요건에 대한 해석 

방식을 살펴본다.

1. 동일분쟁 판단 기준1 : lis pendens와 res judicata 원칙

1.1. Lis pendens와 res judicata 원칙과 ‘동일분쟁’ 개념

  동일한 ‘분쟁’이 두 가지 이상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칙으로 소위 ‘lis pendens’(또는 lis alibi 

pendens)라고 불리는 중복제소 금지원칙이 있다.56) ‘Lis pendens’

54) 아래 제5장 논의 참조; Campbell McLachlan, 앞의 책 [註 1], para. 4.77 참조.
55)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3.124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reference to the 'dispute' in these clauses is that they only apply 
where the dispute in the previous and the later proceedings in the same").

56) G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olters Kluwer, 2009), 
p. 2948 (“A final instance where lis pendens may have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where the same dispute, involving the same (or 



- 31 -

란 각 국의 국내사법절차에서 같은 분쟁에 대하여 병행적으로 진행되는 

구제절차(parallel proceedings)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데,57) 일반적으로 그렇게 중복된 절차 중 하나를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

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58) Lis pendens원칙은 대체로 대륙법계와 보

통법계를 불문하고 국내사법절차에서 많이 적용되는 데, 별도로 진행되

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구실로 당해 소송을 중지(stay)시키기 위한 근

거로 많이 원용된다.59) Lis pendens 원칙은 각국의 사법체계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제절차 간의 '동

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res judicata원칙에서 적용하는 3

중 동일성 기준(triple identity test)을 준용한다.60) 경우에 따라서는 3

중 동일성 기준의 요건을 두 가지로 함축하여 표현하기도 하는데,61) 이 

경우 (1) 동일 당사자(same parties)가 (2) 동일 소송물(subject 

matter)에 근거하여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

다.62) 

effectively the same) parties, is pending before two different arbitral 
tribunals”).

57)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Toronto Conference (2006)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inal Report on Lis Pendens And Arbitration, p.2. 

58) Gary B. Born, 앞의 책 [註 56], p. 2933.
59) Gary B. Born, 앞의 책 [註 56], p. 2933 (즉, 두 분쟁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는 소송간 당사자, 청구원인, 청구취지가 같아야 한다는 기준).
60)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4.81 (“A first commonality of the lis 

pendens and res judicata principles is that they only apply where the 
disputes before the relevant forums are idential rather than merely related. 
This is typically expressed by reference to the need for ”the triple 
identity of parites, subject matter/grounds (causa petnedi) and object/relief 
(petitum) in the parallel or multiple proceedings”).

61) Ibid, para. 4.84 (“Some legal systems shorten these requirements to two 
elements, referring to the identity of petium and causa petendi”).

62)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 앞의 보고서 [註 57], p.2 ("James 
Fawcett, in his authoritative 1994 Report to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 on Deciding Jurisdictio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describes lis pendens as a situation in which parallel proceedings, involving 
the same parties and the same cause of action, are continuing in two 
different states at the same time"); 독일민사소송법(ZPO) 제261조에 따르면, 
"lis pendens is caused by commencement of proceedings and during the 
continuation of lis pendens, none of the parties may bring the same action 
before another court"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당사자와 소송물(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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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학자는 lis pendens 원칙은 이미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내지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law)으로 

포섭되었으므로, 국제적인 분쟁해결절차(이를테면, 국제투자중재)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63) 따라서 lis pendens원칙이 국제

중재의 맥락에서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설명도 있

다.64) 투자중재에 적용되는 갈림길조항이나 lis pendens 모두 중복제소

를 금지한다는 면에서는 목적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lis pendens에 적

용되는 동일분쟁 판단 기준이 갈림길조항 상의 동일분쟁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lis pendens 원칙이 “중복제소를 방지함과 동시에 기판력의 원

칙(res judicata)을 담보하는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에 관

한 기본 원칙”이라고65) 설명하는 견해도 존재한다.66) 여기서 말하는 

res judicata란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기존에 내린 종국판정으로 인해, 

matter) 간의 동일성 여부가 핵심적인 고려사항이다(위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 앞의 보고서 [註 57], p. 22 참고); 2001년 제정된 스위스 
연방민사소송 관할법 제35조에서도 당사자 동일성과 청구원인 동일성을 lis 
pendens 판단의 핵심기준으로 하고 있다(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 
앞의 보고서 [註 57], p. 8 참고); 2001 European Conucil Regulation No. 
44/2001 판결의 승인에 대한 관할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Where proceedings 
involving the same cause of action and between the same parties are 
brought in the courts of different Member States, any court other than the 
court first seised shall of its own motion stay its proceedings until such 
time as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first seised is established"라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와 청구원인 간의 동일성을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 앞의 보고서 [註 57], p. 10 참고). 

63) Gary B. Born, 앞의 책 [註 56], p. 2934;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ILA), 앞의 보고서 [註 57], pp. 12-13("It is disputed whethe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ave any power to suspend their own proceedings 
absent express authority. The procedural rules of some international 
courts and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s make express provision for 
parallel proceedings. Some tribunals have suspended their own proceedings 
a matter of inherent jurisdiction or case management. The recent 
phenomenon of arbitrations brought under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has 
given rise to lis pendens issues, as between arbitral tribunals and also 
between arbitral tribunals and domestic courts.").

64) Gary B. Born, 앞의 책 [註 56], p. 2950.
65) Ibid, p. 2949.
6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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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쟁에 대한 새로운 절차가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다.67) 

이는 "claim preclusion"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중재판정이나 법원 판결

이 해당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는 '적극적 효력(positive 

effect)'과 동일 분쟁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소극적 효력(negative 

effect)'을 가진다.68) 

  Res judicata는 각국의 국내 사법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국제법 

쟁점을 다루는 국제법원 및 국제중재판정부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

다.69) 이와 관련하여 Iran-U.S. Claim Tribunal은 다음과 같이 설시 

한 바 있다.

  Res judicata 원칙은 문명화된 국가들에서 받아들여진 일반적

인 법원칙으로 일컬어져왔다. 국내 사법체계에서 널리 받아들여

졌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잘 정착(well-established)되어 안정되

어 있는 국제법상의 원칙(settl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이다.

  Res judicata원칙은 오직 (1) 당사자와 (2) 문제가 되는 쟁점

(question at issue)이나 분쟁이 되고 있는 사안(matter in 

dispute)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후자의 요건은 청구 취지

(object/petitum)와 청구원인(grounds of the case/causa 

petendi)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성

(identification)에 관한 세 가지 전통적인 요건은 당사자

(party), 청구취지(object, 즉 relief sought), 청구원인(cause 

of action)이다.70)

67) 대체로 '기판력(旣判力)'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관련 법개념 
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판력이라는 용어 대신 원문 그대로 "res judicata"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68) Charles N. Bower, et al., Res Judicata, in Build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The First 50 Years of ICSID (Wolters Kluwer, 2015), p. 56.

69) Ibid. 
70) Iran v. U.S., IUSCT Award No. 601-A3/A8/A9/A14/B61-Ft, Partial Award 

(17 July 2009), para.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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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res judicata에 관한 '3중 동일성 기준(triple identity test)'

은 국제법적으로 이미 확립된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res judicata 원칙에 해당하는 국내법적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res judicata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3

중 동일성 기준은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1) 아

래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부 사법체계에서는 동일 청구원인

과 청구취지를 한데 묶어 동일 소송물(subject matter)로 표현하면서, 

동일 당사자와 함께 2중 동일성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72) 

1.2. 갈림길 조항의 해석과 lis pendens 및 res judicata 기준의 적용

  중복제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을 lis pendens 원칙과 공유한다는 측면

에서, res judicata에 적용되는 기준은 국제법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분

쟁해결 절차상의 병행적 진행(parallel proceedings) 문제에 그대로 적

용되는 경우가 많다.73) 특히 관련 투자중재 판정례들을 살펴보면, 실제

로 lis pendens 및 res judicata에 사용되는 분쟁의 동일성 기준들이 

갈림길조항에 관한 ‘동일분쟁’ 여부 판단에도 적용되고, 이를 바탕으

로 해당 투자중재사건에 대하여 판정부의 관할을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

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74) (그러나 이들 투자중재 판정부들은 3

중 동일성 기준의 각 요건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75))

  먼저, 동일분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2중 동일성 원칙인 소송물 

71)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Berlin Conference (2004),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terim Report: "Res judicata" and Arbitration, p. 2.

72)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51 (“Other authorities refer to a 
‘double’ identity of parties and the ‘question at issue’ or 
‘subject-matter’. Since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 comprises both 
its object and the cause of action involved, there is effectively no 
difference between these formulations”). 

73) UNCITRAL, Note by Secretariat, 앞의 보고서 [註 1], paras 24-28.
74) 이에 대한 설명도 아래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75) Charles N. Bower, et al., 앞의 책 [註 68],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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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CMS v. Argentina 사건의76)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청구원인 

간의 상이함을 이유로 분쟁의 동일성을 부인하고, 갈림길 조항이 적용되

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CMS의 소수 주주이자 아르헨티

나 국적의 회사인 TGN은 관련 계약 수수료 조정에 관한 아르헨티나 정

부의 결정에 대하여 아르헨티나 연방대법원에 상소함과 동시에 행정적 

구제절차도 진행하였는데, 이후 CMS는 미국-아르헨티나 BIT에 근거하

여 국제중재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청구국인 아르헨티나는 미국-아르헨

티나 BIT상의 갈림길 조항에 따라 국제중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관할

항변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TGN과 청구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투자자만이 투자분쟁을 국내법원 내지 국제중재 중 어디에 제기할 것인

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양 절차의 당사자가 다를 뿐만 아

니라, 국내절차는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계약분쟁인 반면, 국제중재는 조

약상의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물(subject matter)을 달리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내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contract claim인 반면, 중재에서 제기된 청구는 

treaty claim이므로 두 분쟁이 서로 상이하고, 무엇보다 국내절차와 국

제중재의 '당사자들(parties)'과 '청구원인(cause of action)'이 모두 다

르므로 갈림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77)

  한편, 동일분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res judicata와 관련하여 주

로 사용되는 기준인 3중 동일성 기준을 갈림길 조항에 그대로 적용하는 

판정부들도 존재한다.78) 예컨대, Benvenuti & Bonfant SRL  v. 

Congo 사건의 경우, 판정부는 명확하게 국내소송과 국제중재의 당사자

76) CMS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08,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17 July 2003)(Vicuna, Lalonde, Rezek).

77) Ibid, paras. 77-81.
78) Christopher F. Dugan, et al., 앞의 책 [註 15], p. 372 (“In a similar 

formulation, drawn from both civil and common law precedent in the area 
of res judicata, investors may be barred from international treaty 
arbitration by a fork in the road clause where there is an identity of 
‘parties, object, and cause of ac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laims: the so-called triple ident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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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청구취지(object), 청구원인(cause of action)이 모두 동일

한 경우에 한하여 갈림길 조항상의 동일분쟁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

이라고 판시하였다.79) 아래 제4장에서 자세히 소개할 Azurix v. 

Argentina 사건의 중재판정부 또한 Benvenuti & Bonfant SRL  v. 

Congo 사건의 3중 동일성 기준을 인용하며, 신청인이 아르헨티나 국내

법원에 분쟁을 회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원절차와 중재절차 사이의 

당사자 및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갈림길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lis pendens원칙 및 res judicata원칙과 관련하여 분쟁의 동

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3중(또는 2중) 동일성 기준'

은 갈림길 조항의 적용여부에 관한 다수설로 이미 정착된 것으로 보인

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분

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법원에서 국내법 위반을 다툼과 동시에 

투자협정에 기한 국제투자중재를 청구하여 병행적으로 구제절차를 진행

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80)

  그러나 갈림길 조항상의 동일분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중 동일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국제투자중재 판정부들은 lis pendens와 res 

judicata 상의 원칙이, 투자중재사건에서 특정 투자조약의 갈림길 조항

의 해석이 쟁점이 된 경우에 왜 차용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81) 일부 학자는 그러한 차용이 그저‘자연스러운 해

결방안(natural solution)’인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82) 즉lis 

pendens 나 res judicata와 갈림길 조항은 그 해석이나 전제조건, 효과 

등의 면에서 상이한 법개념이지만,83) 이들 개념들은 한 가지 절차의 개

79) S.A.R.L. Benvenuti & Bonfant v. People's Republic of the Congo, ICSID 
Case No. ARB/77/2, Award (8 August 1980)(Bystricky, Razafindralambo, 
Trolle), para. 1.14. (the tribunal “declared that there could only be a 
case of lis pendens where there was identity of the parties, object and 
cause of action in the proceedings pending before both tribunals”).

80) 법무부, 한국의 투자협정해설서 (2010), p. 362.
81)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3.130. 
82) Ibid. 
83) Ibid para.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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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또는 완료가 다른 절차를 원천봉쇄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준다는 점에

서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84) 바로 이점이 갈림길 조항상의 

동일 분쟁 판단에 lis pendens 및 res judicata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

인 것으로 짐작된다.85)

  한편 이러한 lis pendens 및 res judicata에 기반한 기준 이외에도, 

동일 분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른 예외적 기준 또한 소수지만 존재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예외적 기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동일분쟁 판단 기준2 : Pantechniki v. Albania 사건86)

  현재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 투자중재판정문 중, 갈림길 조항의 동

일분쟁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예외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

려져 있는 유일한 사건으로는 Jan Paulson이 단독중재인으로 2009년에 

중재판정을 내린 Pantechniki v. Albania사건이 있다. 소위 ‘청구의 기

초적 근거(fundamental basis of claim)’ 기준으로 많이 회자되는 이 

기준은, "Vivendi취소위원회"의 결정문87)과 그 이후 이를 따르는 중재

판정부의 결정에서 제시된 ‘청구의 기초적 근거’를 기준으로 동일분쟁 

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판정부는 동일분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화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별

로 분쟁이 서로 어떻게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 방식은 갈림길 조항에 관한 분

쟁의 동일성을 판단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84) Ibid.
85) Ibid.
86) Pantechniki v. Albania, ICSID Case No. ARB/07/21, Award (30 July 

2009)(Paulson).
87) Vivendi Annulment,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3)(Fortier, Crawford, Fernandez Roz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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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실관계

  Pantechniki v. Albania사건의 신청인(Pantechniki S.A. Contractors 

& Engineers)은 그리스 국적의 건설회사였는데, 알바니아에서의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하도급자(contractor)였다. 1994년 여

름 신청인은 알바니아 정부가 발주한 교량 및 도로 토목공사 국제 입찰

에 낙찰되어 2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러나 1997년 경 발생한 전국적인 민란(civil disturbance)으로 인해 건

설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후 무장한 강도들이 공사현장

에 난입하여 모든 건설자재 및 장비를 약탈해 가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신청인이 알바니아 정부와 체결한 두 개의 하도급 계약(Contracts 

Nos. 4 and 6)에는 알바니아 정부의 "도로 총국장(General Road 

Directorate)"이 민란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risk of loss)한다는 조항

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근거하여 신청인은 알바니아 정부에게 미화 

480만 달러 이상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세계

은행(World Bank)이 임명한 현장 감리는 손해액을 310만 달러로 산출

하였다. 

  이후 알바니아 정부의 도로 총국장이 설치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는 1999. 2. 3.자 서신을 통해 피해액수를 미화 

1,821,796달러로 낮춰서 산정하였고, 신청인은 본 사건의 프로젝트 이

외에 다른 공사건에도 참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금액을 알바니

아 정부와의 호혜관계(good relation)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락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1) 1999. 2. 3. 도로 총국장에게 서신을 보내어 보상

금 내역을 통지하였고, (2) 1999. 4. 26. 도로 총국장을 감독하는 공무

장관(Ministry of Public Works)이 재무부장관(Ministry of Finance)

에게 서신을 보내어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88) 신청인은 위 

88) 1999. 4. 26.자 서신을 통해 Minister of Public Works는 Minister of Financ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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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서신(공문)은 자신의 보상 청구에 대한 알바니아 정부의 '합의

(settlement agreement)'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9. 5. 11. 재무부 장관은 금액 지급을 거절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

였다. 그 이유는 해당 금액이 국무위원회(Council of Ministries)에서 

해당 목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이상, "다른 부처나 연구소의 계약관계로 

인한 채무관계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두 개의 하도급 계약(Contracts Nos. 4 and 6) 모두에 관

한 공사가 완공되었고, 이에 두 계약에 관한 준공확인서(completion 

certificate)도 발급되었으나,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상기 요청된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후 신청인은 2001. 5. 31. 알바니아 법원에 공무장관(Ministry of 

Public Works)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신청인은 이 소송에서 위 

1999. 2. 3. 자 서신과 1999. 4. 26. 자 서신이 알바니아 정부가 대금

지급을 약속한 합의각서(settlement agreement)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였다. 특히 신청인은 이것이 알바니아 재무부장관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

고 설명하였다. 즉, 법원에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것이 위 보상금 

지급의 집행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조언(recommendation)을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재 사건의 피신청

구국인 알바니아는 자국 공무원들이 신청인에게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

는 소송 절차를 밟도록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알바니아 1심 법원은 2006. 7. 4.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

고 신청인은 2006. 7. 14. 2심 법원(Tirana District Court와 Court 

of Appeal of Tirana)에 항소를 하였으나, 2심 법원 또한 신청인이 원

용한 계약은 알바니아법의 의하여 무효(nullity)라고 보고 신청인의 항

게, "1997. 3. 사태는 [신청인]에게 기계, 설비, 현장 등에 피해를 입혔고, 계약상
의 조항에 따라 이 책임은 Employer인 알바니아 측에 있다. General Road 
Directorate는 Superviser와 Contractor와 함께 피해액수를 산정하였고, 
Employer가 책임져야하는 액수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이다. ...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는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할 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
므로, 우리는 Ministry of Finance가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신청인]
의 청구를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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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기각하였다. 신청인은 대법원에 상소하였지만, 공정한 판결을 기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 소를 취하하였다. 대신, 2007. 8. 1. 신청인은 

1991년 체결된 알바니아-그리스 BIT에 근거하여 ICSID에 투자중재를 

신청하였다. 

2.2. 청구원인

  투자중재절차에서 신청인은 알바니아가 (1) 완전한 보호와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을 제공하지 않았고, (2) 공정공평한 대우

(fair and equitable treatment)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3) 신청인이 입

은 피해에 대하여 합의한 액수를 지급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은 (4) 신청인이 알바니아 법원에서 denial of 

justice를 겪었으며, (5) 이에 신청인은 이들 조약 위반에 대한 금전적

인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 피신청인의 관할항변

  이에 피신청인 알바니아는 관할항변을 하였는데, 신청인이 (1) ICSID

중재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2) "신청인은 두 가

지 구제절차를 ICSID와 알바니아 법원에서 함께 제기하여 ICSID협약 

제26조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알바니아-그리스 BIT의 갈림길조항

(fork-in-the-road)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청구는 

'inadmissible'하다"고 주장하였다.89) 

  먼저, 알바니아는 ICSID협약 제26조에서 "중재 당사자간의 동의는 ... 

다른 구제절차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간주된다. 체약국은 본 협

약에 의한 중재동의의 조건으로서 지역 행정·사법 구제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강조하였다.90)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내

89) Pantechniki v. Albania, ICSID Case No. ARB/07/21, Award (30 July 
2009)(Paulson), para. 31.



- 41 -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상 ICSID 중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없고, 특히 

ICSID 중재를 제기한 후 알바니아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협약 제26조

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91)

  이에 신청인은 ICSID 협약 제26조에 따르더라도, 계약상 청구

(contract claim)가 국내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해서 협정상 청구(treaty 

claim)인 중재신청 까지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신청인

의 주장에 따르면 위 조항의 취지는 ICSID 중재판정부 외에 다른 법원

이(알바니아 법원을 포함하여) 투자협정 위반 청구를 중복해서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자신들이 법원에 제소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알바니아 당국이 개입하여 종용한 것이므로, 본 건 

BIT 제10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알바니아-그리스 BIT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갈

림길조항을 인용하며, 신청인의 중재신청이 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BIT 제10조 제2항 상의 갈림길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

정되어 있었다.

If such disputes cannot be settl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either party requested amicable settlement the 

investor or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may submit 

the dispute either to the competent court of the 

Contracting Party or to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 

[....]

  즉, "분쟁이 발생하고 일방당사자가 우호적인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90) ICSID 협약 제26조 (“Consent of the parties to arbitration under this 
Convention shall, unless otherwise stated, be deemed consent to such 
arbitration to the exclusion of any other remedy. A Contracting State may 
require the exhaustion of local administrative of judicial remedies as a 
condition of its consent to arbitration under this Convention”).

91) Pantechniki v. Albania, ICSID Case No. ARB/07/21, Award (30 July 
2009)(Paulson), para.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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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 또는 일방 체약국은 당해 분

쟁을 해당 체약국의 법원에 제소하거나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이 규정을 해석하면서, 피청구국 알바니아 정부는 2가지 구

제수단 중 어느 한곳을 선택하면, 나머지 구제수단은 배제되므로 국내법

원에 제소한 이상 다시 ICSID 중재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ICSID 제26조에 관한 관할항변과 BIT 제10조 

제2항에 근거한 관할항변의 주장이 서로 중첩된다고 보고, 제10조 제2

항에 따른 갈림길 조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판정부는 먼저 

피청구국이 위 갈림길 조항을 원용하여 중재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였는데, Vivendi v. Argentina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위원회

의 결정문에서 제시된 “청구의 기초적 근거(fundamental basis of 

claim)”가 동일분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 근거라는 설명으로 

아래와 같은 분석을 시작하였다.92) 

[...] America-Venezuela Mixed Commission이 1903년 

Woodruff사건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국제적 분쟁해결절차에 회

부된 "청구의 기초적인 근거(fundametnal basis of a claim)"가 

다른 절차에 회부된 그것과는 독립적(autonomous)인 것인지 여

92) Vivendi 취소 사건에서, 취소위원회는 “먼저 BIT위반과 계약위반은 원칙적으로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들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도 각각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원칙을 전
제로, 취소위원회는 청구의 필수적인 근거(the essenatial basis of a claim)가 계
약위반(a breach of contract)이라면, 판정부는 해당 계약상에 정해진 절차에 따
라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마찬가치로 “청구의 기초적인 근거(fundamental 
basis of the claim)”가 “조약(treaty)”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청구가 계약상의 
분쟁해결 조항에 구속되지 않고 이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있음을 시사하였
다. Vivendi Annulment,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3)(Fortier, Crawford, Fernandez Rozas), para. 80 참조(“where 
‘the fundamental basis of the claim’ is a treaty laying down an 
independent standard by which the conduct of the parties is to be judged, 
the existence of an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in a contract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state or one of its subdivisions cannot operate 
as a bar to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standard. At most, it might  be  
relevant—as  municipal  law  will  often  be  relevant—in  assessing 
whether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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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관련 기준이다. 이 기준은 2002년 Vivend취소위원회의 결

정에서도 재인용되었는데, 이후 많은 사건에서도 인용되고 또 적

용되었다. 여기서 핵심은 과연 '동일한 분쟁(same dispute)'이 

국내절차와 국제절차 모두에 회부되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

서 신청인은 많은 사례들을 인용하고 있으나, 그들로부터 중요한 

원칙을 추출해 내지는 못하였다. 신청인은 단순히 협정상의 조항

에 근거한 청구가 계약 하도급인으로서 제기한 청구와는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이름

만 가져다 붙인 것이지,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알바니

아는 관련 사례들을 종합하면서, 만약 해당 청구들이 동일한 사

실관계(factual predicates)와 동일한 청구취지(relief)를 가지

고 있다면, 그 청구들은 동일한 "핵심적 근거(essential basis)"

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며, 단순히 국내법에 의한 계약상 청구를 

달리 재구성하여 제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93)

  판정부는 앞서 분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의 기초적 

근거’의 독립성 여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청구되는 권리(claimed 

entitlement)’가 동일한 규범적 연원(normative source)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판정부는 이렇게 다소 추상적인 일반화에 근거하기 보다는, 해당 사실관

계에 대한 개별적 검토를 통해서 분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보았다.  

나는 각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반화는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동일한 사실관계(same facts)라도 상이

한 법적 청구(different legal claim)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청구취지(relief)가 유사하다고 하여, 청구원인(cause of 

93) Pantechniki v. Albania, ICSID Case No. ARB/07/21, Award (30 July 
2009)(Paulson), para.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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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는 청구되는 권리

(claimed entitlement)가 동일한 규범적 연원(normative 

source)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언급 또한 조속한 결정을 위한 분명한 기

준을 제시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의 대상이 되는 권리 간

의 경계가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94)

  이에 판정부는 분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의 사실관

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판정부는 신청인이 투자중재에서의 배상액을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진행한 법원소송의 배상청구액에 한정시키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투자중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청구가 법원

소송의 근거가 된 계약관계 이외의 독립적인 존재(autonomous 

existence)를 포함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신청인의 알바니아 법원 소송은 분명히 계약적 기반

(contractual foundation)을 가지고 있다. 신청인이 합의

(settlement)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도급계약이 1997. 3. 

사태와 같은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그의 고용

주(employer), 즉 알바니아 [정부]로 이전시켰다는 점에 기반하

고 있다. [....] 본 투자중재는 ICSID관할이 반드시 협정에 근거

를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에 근거를 두고 진행될 수는 

없다. 그 계약상의 청구를 가능케 해줄 만한 소위 포괄조항이라

는 것도 여기에는 없다. 신청인은 이 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

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협정상의 보호조항을 원용하고 있지, 계

약상의 보호조항을 원용하지는 않는 것이다. 신청인은 논란을 피

하기 위해, 투자중재에서의 배상액을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가 수락한 금액으로 한정시키고 있고, 실제 피해액

은 그 보다는 더 많은 반면, 이를 제시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논

94) Ibid, para.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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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청구가 

단순히 협정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판정부는 신청인의 청구가 계약서의 범주 밖에 있는 

독립적인 존재(autonomous existence outside the contract)

를 실제로 포섭하고 있는지 결정해야만 한다.95)

  이어서 판정부는 재무부장관(Minister of Finance)이 행한 지급거절 

행위의 합법성여부(lawfulness)는 기존 알바니아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다투어진 것이며, 법원소송에서의 배상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신

청인이 투자중재에서 청구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얻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동일한 기초적 근거(fundamental basis)에 기반한 결정

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아래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판정부는 계약상 권

리에 근거한 동일한 권리(entitlement)에서 신청인의 불만(grievance)

이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이를 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한 만큼 투자중재

에서는 다시 제기할 수는 없다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재무부 장관의 행위를 잠시 살펴보자. 그는 계약상의 역할이 없

었다. 그가 특별위원회에 의하여 수락된 계약적 배상액을 거절한 

행위는 상급공무원의 자의적인 행위의 하나로 주장되며, 협정상

의 실체적 보호조항 위반 여부를 다투는데 논의될 수도 있다. 

장관의 지급거절을 전후한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안은 

더 분석하기 쉽다. 특별위원회의 선에서만 보면, 신청인의 청구

는 분명 계약적인 것이었다. 법원에서도 신청인의 청구는 그것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므로, 여전히 계약적인 

것으로 남아 있었다. 법원은 장관의 태도가 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부담한

다는 계약적 약속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배척한 것이다. 따라

95) Pantechniki v. Albania, ICSID Case No. ARB/07/21, Award (30 July 
2009)(Paulson), para.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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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의 거절행위 자체는 법원에서 배상이 되지 않은 이유라

고 볼 수 없다. 

공무부 장관(Minister of Public Works)은 당시 신청인의 변호

사에 의한 증인 신문을 받았는데, 이때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약

속으로 인해, 장관이 정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신청인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약속은 특

별위원회의 검토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알

바니아는 위 위원회는 오직 권고만 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재

무부장관(Minister of Finance)은 특정 예산에 대한 승인이 없

는 한, 그러한 대금 지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

장의 합법성(lawfulness) 여부는 알바니아측 전문가 증인에 의

하여 논의되었다. 이에 관한 알바니아의 입장이 틀렸을 수도 있

고, 대금지급을 거절한 행위가 위법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 알바니아 법원에서 검토되고 있던 것이다. ... 

[법원소송에서] 신청인의 종국적인 주장은 ... "피고[피청구국 정

부]가 승인하고 인정하였으므로" 미화 1,821,796을 받을 권리

(entitlement)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 

이 청구취지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는 신청인이 동일한 "기초

적 근거"에 기반하여 ICSID에 청구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신청인에게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불만(grievance)은 

신청인이 도로 총국장(General Roads Directorate)과 함께 벌

인 계약상의 논쟁을 야기시킨 것과 동일한 권리(the same 

purported entitlement)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청인은 이를 법

원에서 해결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지금에 와서 협정상 청구

(treaty claim)의 근거로서 동일한 기초적 근거를 차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내법원 절차를 중단시키기로 선택하였다면, 신청

인은 더 이상 동일한 주장을 ICSID에서 제기할 수는 없다.96)

96) Pantechniki v. Albania, ICSID Case No. ARB/07/21, Award (30 July 
2009)(Paulson), paras.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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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검토

  갈림길 조항에 관한 Pantechniki v. Albania판정부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분쟁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res judicata나 lis pensens원칙

에 적용되는 3중 동일성 요건(element)-즉, 당사자, 청구원인, 청구취

지 등—을 적용시키기 보다는, 그 보다 더 일반화되고 추상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두 분쟁의 ‘청구의 기초적 

근거’가 각각 얼마나 독립적인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

(entitlement)'가 동일한 '규범적 연원(normative source)'에서 비롯된 

것인지, 투자중재에서 제기된 청구가 법원소송에서 제기된 계약 쟁점 이

외에 '독립적인 존재(autonomous existence)'를 포섭하고 있는지 등의 

기준이다. 이는 갈림길 조항상의 ‘동일분쟁(same dispute)’여부를 파

악함에 있어 res judicata나 lis pendens원칙에 기한 기준을 차용한 것

이 아니라, 갈림길 조항상의 요건에 대한 일종의 해석론(treaty 

interpretation)에 가깝다. 또한 중재판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갈림길 조

항에 대한 목적론적 입장에서 ‘청구의 기초(fundamental basis of 

claim)'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3중 동일성이라는 형식적인 접근 방식을 

극복하려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추상적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면서, 판정부는 신

청인이 법원소송과 투자중재에서 제기한 주장들이 모두 정부의 대금지급 

거절행위에 대한 '합법성여부(lawfulness)'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동

일하며, 신청인의 불만 또한 1,821,796달러의 대금지급에 대한 동일한 

권리(entitlement)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기초적 근거

(fundamental basis)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판정부는 분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 국내법

ᆞ투자협정에 기반을 둔 청구원인을 형식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일반

화된 수준에서의‘합법성(lawfulness)여부’를 다툰다는 점에서 두 절

차가 동일한 분쟁대상을 포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고, (2) 두 절



- 48 -

차간의 청구취지(relief)를 형식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신청인이 두 절

차에서 동일한 권리(entitlement)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3) 따라

서 계약과 조약이 비록 상이한 법적 근거이기는 하지만, 신청인이 그와 

같은 합법성 내지 자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규범적 연원

(normative source)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공유하고, 

(4) 결국 동일한 기초적 근거(fundamental basis)에 기반하여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Pantechniki v. Albania사건의 판정부는 보다 추상적인 기준

을 적용함으로써, lis pendens와 res judicata 원칙의 형식적 적용으로 

인해 거의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 없었던 갈림길 조항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갈림길조항과 관련하여, lis pendens 원칙과 res judicata 원칙의 형

식적 적용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사례로는, H&H Enterprises 

Investments v. Egypt 사건이 있다.97) 해당 결정문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 판정부의 구체적인 논리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현재 언론에 보도되

어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판정부 또한 Pantechniki v. 

Albania사건의 판정부가 제시한 동일분쟁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갈림길 

조항을 유효하게 적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H&H Enterprises 

Investments v. Egypt 사건에서의 분쟁은 1989년 H&H와 Grand 

Hotel Egypt ("GHE") 간에 체결된 장기 호텔 관리운영계약에 관한 것

이었다. 1993년 10월 GHE는  동 계약에 근거하여 카이로에서 계약해

지를 주장하며 H&H를 상대로 상사중재를 개시하였다. 이에 H&H는 같

은 중재절차를 통해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이후 H&H는 이집트 법원에서 일련의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1년 말 

H&H는 결국 호텔에서 축출 당하였다. 이에 2009년 7월 H&H는 이집

트 정부를 상대로 미국-이집트 BIT에 근거하여 공정공평대우 위반, 수

97) H&H Enterprises Investments, Inc.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Case 
No. ARB 09/15, Award (6 May 2014)(Cremades, Gharavi, Heiskanen) (관련 
정보는 http://www.italaw.com/cases/documents/1461#sthash.VtrFIJQ8.dpuf 
참조. 마지막 방문 201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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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조항위반, 완전한 보호와 안전 조항 위반, denial of justice 등을 주

장하며 ICSID에 투자중재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이집트는 BIT상의 갈

림길조항을 원용하며 관할항변을 하였다. 

  이집트는 H&H가 카이로에서 진행된 상사중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

고, 이집트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BIT의 갈림길 조항이 적용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H는 이들 절차들의 당사자는 모두 동일할

지언정,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가 모두 다르고, 투자중재에서의 청구는 

treaty claim이지 contract claim이 아니므로, 3중 동일성 기준(triple 

identity test)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갈림길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갈림길 조항의 적용 여부는 그와 관련된 주장들이 모두 

사건의 본안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본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판정부는 갈림길 조항 적용 

문제를 본안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

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개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없다. 그러

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H&H의 청구에 대하여 판정부는 관할을 인정하

지 않았다고 한다.98) 왜냐하면 투자중재에서 제기한 청구와 '동일한 기

초적 근거(same fundamental basis)'에 기반하여 신청인이 상사중재 

및 법원절차를 통해 제기한 청구는, BIT상의 갈림길 조항에 따라 배척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이 사건의 본안 결정에

는 Pantechniki v. Albania사건이 인용되었다고 한다.99)

3. 동일분쟁 판단 기준3 : 투자협정상 '분쟁'의 정의 

  한편 투자에 관한 '분쟁(dispute)'을 정의함에 있어서 투자협정 이외 

다른 법원칙(예컨대, res judicata 원칙)에서 관련 기준을 차용하여 사

98) Herbert Smith Freehills, Egypt prevails on “fork-in-the-road” provision (6 June 
2014) available at  http://hsfnotes.com/arbitration/2014/06/06/egypt-prevails-on-fork-in-the-road-provision/) 
참조(마지막 방문 2016. 6. 20.).

9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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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정의되어 있는 '투자분

쟁'의 의미와 범위를 해석하여 동일 분쟁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가 존재

한다. 이는 갈림길 조항의 동일분쟁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또 하

나의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3.1. 투자협정 분쟁해결조항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분쟁'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림길조항의 원시적인 형태는 

1981년 내지 1983년 미국이 사용한 BIT 협상 초안의 ISDS조항(예컨

대 1981~1983년 US Model BIT 제7조)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1983년 US Model BIT 제7조는 제1항에서 "투자분쟁

(investment dispute)"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고, 갈림길 조항을 포함

한 이하 조문들에서 인용되고 있는 "분쟁"이란 일응 제1항에 정의되어 

있는 '투자분쟁'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3년 US Model BIT의 예를 들자면, 동 BIT 제7조에서 투자분쟁

이란 (1)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체결된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의 해석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는 분쟁, 또는 (2) 투자유치

국의 외국투자당국(foreign investment authority)이 투자자에게 부여

한 허가(authorization)의 해석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는 분쟁, 또는 (3)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동 BIT가 제공하는 권리(rights)의 위

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분쟁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0) 이는 

투자자가 동 BIT 제7조 상의 투자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전제조건에 대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분

쟁의 개념을 그대로 동조 상의 '분쟁'에 적용할 경우, 투자자가 그렇게 

정의된 분쟁을 BIT상에 정의된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기

존에 투자유치국과 합의한 별도의 분쟁해결절차 내지 기타 국내 국제절

차에서 해당 분쟁을 제기하지 않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때 그러한 분

쟁해결절차 내지 국내 국제절차에서 이미 제기된 '분쟁'이 투자자-투자

100) 1983년 US Model BIT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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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국 간 체결된 투자계약에 관한 것이거나, 투자 인허가와 관련된 것

이거나, 또는 동 BIT상의 권리 위반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투자유치국

은 투자자의 투자중재 제기를 배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기준을 적용할 경우, 특정 '분쟁'은 단순이 res judicata의 

3중 동일성 기준을 적용하여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상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분쟁' 개념에 부합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것이므로, 동

일분쟁의 범위 또한 상당히 넓어지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해석기준이 Vivendi 취소위원회 결정101)에 암시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02) 따라서 아래에서는 Vivendi 취소위원회 

결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결정에 대하

여 자세히 알아본다.

3.2. Vivendi 취소위원회 결정 사례

3.2.1. 사실관계

  본 취소결정의 대상이 된 원 판정은 Vivendi v. Argentina 사건103) 

에서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아르헨티나의 한 지역정부(Tucmen주)는 

프랑스 회사와 상하수도 시스템 운용 양허계약(concession contract)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계약의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지역 정부가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 회사 및 그 자

회사는 외국투자자 자격으로 아르헨티나-프랑스 BIT상의 실체적 보호

기준 위반을 주장하며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ICSID에 국제중재를 신청하

였다.

101) Vivendi Annulment,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3)(Fortier, Crawford, Fernandez Rozas). 

102)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3.125.
103) 원 판정문의 인용번호는 다음과 같다. Vivendi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97/3, Award (21 November 2000)(Rezek, Buergenthal, Troob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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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원소에서의 청구원인 및 관할항변

  신청인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역정부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관함과 동시에 양허계약의 준수도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아르

헨티나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행위는 모두 BIT위반(특히 수용 및 공정

공평대우 관련 조항 위반104))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아르헨티

나 정부는 관할항변의 한 논리로서, 신청인이 제기한 주장은 오직 ‘양

허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분쟁은 양허계약상의 분

쟁해결조항(지역 행정법원 합의관할)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하며, 문제가 

되는 조치는 BIT위반에 대한 청구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05)

  이에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청구는 아르헨티나의 중앙 및 지역 정부

의 작위ᆞ부작위로 인한 BIT 위반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양허계약상

의 분쟁해결절차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투자중재판정부의 

관할을 인정하였다.106) 이는 양허계약과 관련된 쟁점은 투자중재의 대

상이 될 수 없으며, 프랑스-아르헨티나 BIT의 중재동의의 범위에는 오

직 BIT위반과 관련된 청구만이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론에 입각한 태도

였다.107)108)

104) Vivendi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97/3, Award (21 November 
2000)(Rezek, Buergenthal, Trooboff), para. 43.

105) Ibid para. 41 (“Finally, Respondent submits that the only claims 
presented by Claimants relate to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Concession Contract and that, accordingly, Article 16.4 of the 
Concession Contract requires that Claimants submit those claims to the 
contentious administrative tribunals of Tucuman. The Argentine Republic 
denies that its national governmental authorities engaged in any conduct 
that may serve as the basis for a claim under the BIT. It also denies 
that, for jurisdictional purposes, the actions of the Province may be 
attributed to the national government”).

106) Ibid para. 53 (“In this case the claims filed by CGE against Respondent 
are based on violation by the Argentine Republic of the BIT through acts 
or omissions of that government and acts of the Tucuman authorities that 
Claimants assert should be attribu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As 
formulated, these claims against the Argentine Republic are not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ntentious administrative tribunals of Tucuman, if 
only because, ex hypothesi, those claims are not based on the Concession 
Contract but allege a cause of action under th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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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이렇게 관할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안

판단’에서 신청인의 주장(특히 지역정부의 행위가 BIT위반이라는 주

장)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인 청구를 기각해 버린다. 

그 이유는 신청인이 문제삼고 있는 지역정부의 조치들이 모두 양허계약

의 이행 여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청구의 법적근거(legal 

basis)와 관련된 쟁점들이 모두 양허계약 이행에 관한 분쟁에서 기인하

기 때문에, 양허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의 합의관할에 따라 지역 행정법

원에서 분쟁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09) 

즉, 판정부는 계약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이 BIT 위반 쟁점으로부터 분

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impossible)”하므로 BIT위반에 근거

한 청구의 본안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

(dismiss)한 것이다.110)111)

3.2.3. 취소결정

107) Vivendi Annulment,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3)(Fortier, Crawford, Fernandez Rozas), para. 38 (“the Tribunal 
interpreted Article 8(2) as applying only to claims of a breach of the 
BIT, and not to purely contractual or other claim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administrative courts of Tucuman, even if those claims overlapped 
with the claims for brech of the BIT”). 

108) 참고로, 프랑스-아르헨티나 BIT상의 동의조항(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Any dispute relating to investments, within the meaning of this 
agreement, between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s far as possible, be resolved through 
amicable consultations between both parties to the dispute. 2. If such 
dispute could not be resolv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time it was 
stated by any of the parties concerned, it shall be submitted, at the 
request of the investor: either to the national jurisdictions of the 
Contracting Party involved in the dispute; or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paragraph 3 below”).

109) Vivendi Annulment,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3)(Fortier, Crawford, Fernandez Rozas), para. 78.

110) Vivendi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97/3, Award (21 November 
2000)(Rezek, Buergenthal, Trooboff), p. 3.

111) 한편, 이러한 결정은 SGS v. Phillppines사건의 중재판정부의 접근 방식이었던 
admissibility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중재절차를 중단(stay)하는 것
이 아니라, 소송 자체를 기각(dismiss)시키는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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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하여, 신청인은 중재판정의 취소

(annulment)를 신청하였다. ICSID 중재판정취소위원회(annulment 

committee)는 일단 원판정의 관할(jurisdiction)판단에 대해서는 문제

가 없다고 보았다.112) 그러나 취소위원회는 원판정의 본안판단에 대해

서는, 원판정부가 신청인의 청구에 대한 관할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지역정부 당국의 행위가 BIT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

지 않은 것은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manifestly exceed its 

powers by not examining the merits of the claims for acts of the 

Tucuman autorities under the BIT)’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판정

을 취소하였다.

  위 취소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취소위원회는 “먼저 BIT위반과 계약

위반은 원칙적으로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들 각

각의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도 각각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달라진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1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취소위원회는 'BIT상의 실

체적 보호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계약위반에 관

한 쟁점에 대해서도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114)

  취소위원회는,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원판정부가 신청인의 청

구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관할은 인정해 놓고, 이들 주장이 계약이행여부

에 관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115) 본안판단(merit)에서 

112) Vivendi Annulment,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3)(Fortier, Crawford, Fernandez Rozas), para. 80.

113) Ibid, para. 96 (“whether there has been a breach of the BIT and 
whether there has been a breach of contract are different questions. 
Each of these claims wi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its own proper 
or applicable law—in the case of the BIT, by international law; in the 
case of the Concession Contract, by the proper law of the contract, in 
other words, the law of Tucuman.”)

114) Vivendi Annulment,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3)(Fortier, Crawford, Fernandez Rozas), para. 110 (“under 
Article 8(4) of the BIT the Tribunal had jurisdiction to base its decision 
upon the  Concession  Contract,  at  least  so  far  as  necessar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re  had  been  a  breach  of  the  
substantive  standards  of  th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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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주장을 완전히 

기각(dismiss)해 버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신청인이 지역정부의 일련

의 행위들을 종합(taken together)하여 보면 이것이 곧 BIT 위반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관할’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

한 본안판단을 거부하고 사건 자체를 기각시켜버린 것은 잘못된 판단이

었다는 것이다.116) 따라서 취소 위원회는 원판정부의 결정에 ‘명백한 

권한유월’이 있었다고 보고 원판정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3.2.4. 갈림길 조항의 해석 관련 시사점

  앞서 살펴본 Pantechniki v. Albania사건의 중재판정에서 이미 언급

된 바와 같이, '청구의 기초적 근거(fundamental basis of claim)'라는 

개념은 Vivendi 취소위원회 결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Vivendi 취소위원회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갈림길 조항의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

다.117) 이는 관련 투자협정상의 중재동의조항에 따른 중재관할의 범위

를 기준으로 '동일 분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중재 

'관할'의 범위는 특정 분쟁의 핵심(essence)을 정의해주기 때문에, 이러

한 핵심적인 내용의 파악과 비교를 통해 동일 분쟁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118)

  이와 같은 해석론은 Vivendi 취소위원회가, 투자협정상의 중재동의 조

항이 넓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 즉 협정상의 동의조항이 투자와 관련한 

분쟁(disputes with respect to investments)"에 대해서 중재가 가능

하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기존에 이미 개시된 분쟁해결절차(예컨대 

국내소송 및 상사중재)로 인해 갈림길 조항이 원용될 수도 있다고 설시

115) Ibid, para. 108.
116) Ibid, para. 112. 
117)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3.125.
11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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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119) 아르헨티나-프랑스 BIT 제8조 제1항은 다

음과 같은 갈림길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1. Any dispute relating to investments made under this 

Agreement between on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s far as 

possible, be settled amicably between the two parties 

concerned.

2. If any such dispute cannot be so settled within six 

months of the time when a claim is made by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dispute shall, at the 

request of the investor, be submitted: 

 Either to the domestic courts of the 

Contracting Party involved in the dispute;

 Or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under the 

condition described in paragraph 3 below [,i.e., to 

ICSID or ad hoc arbitartion under the UNCITRAL 

Rules].

   Once an investor has submitted the dispute to 

the courts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or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choice of one or the 

other of these procedure is final.120)

119) 이와 관련하여 Schreuer 교수는 만약 특정 BIT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에 투
자 관련 모든 분쟁(any dispute with respect to investments)에 대한 중재를 
허락하고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순수한 계약 위반 문제에 대해서
도 판단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Ch.  
Schreuer,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and  Jurisdiction  over  
Contract  Claims - the  Vivendi  I  case  Considered,  in:  T. Weiler,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Leading Cases from the 
ICSID, NAFTA, Bilateral Treati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ameron May, 2005), p. 296 참조).

120) Vivendi Annulment,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3)(Fortier, Crawford, Fernandez Rozas), para.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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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갈림길 조항에 대해서 취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BIT 제8조는 일반적으로 "일방 체약당사국과 상대방 국가의 투

자자 간에 체결된 본 협정에 따라 행해진 투자와 관련된" 분쟁

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들 분쟁은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제8조는 [회부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투자자가 BIT위반에 대해서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식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

니다. 조문상으로 보면, 제8조에 의한 중재 관할이 인정되기 위

한 조건은 신청인이 반드시 BIT 자체의 위반에 대해서만 주장하

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해당 분쟁이 BIT상 [정의에 따라 

행해진] 투자와 관련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 NAFTA 제

1116조에서는 투자자가 Chapter 11에 의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그러한 청구는 다른 체약국 당사자가 해당 

Chapter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BIT 제8조의 내용]과 구분된다. 결과

적으로 국내 법원에서 제기된 청구가 BIT 제8조 제1항상의 의

미대로 "본 협정에 따라 행해진 투자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

이라면, 동 BIT 제8조 제2항[갈림길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취

소위원회의 견해는, [투자자의 아르헨티나 자회사]가 Tucuman 

주를 상대로 양허계약위반에 관한 소를 Tucuman주 행정법원

(contentious administrative courts of Tucuman)에 제기한 

것은 일응(prima facie) 제8조 제2항에 해당된다는 것이며, 해

당 청구가 BIT상 행해진 투자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라면, 

분쟁해결절차(forum)와 관할에 대한 종국적(final) 선택이 될 

것이다.121)

121) Vivendi Annulment, ICSID Case No ARB/97/3, Decision on Annulment (3 
July 2003)(Fortier, Crawford, Fernandez Rozas), para.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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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Vivendi 취소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갈림길 조항의 적용 여

부는, 전소(국내법원 내지 상사중재절차)에서의 청구가 BIT상의 중재 

동의조항의 범위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즉, BIT의 

중재조항이 "투자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하여 중재관할의 범위를 상

정하고 있다면, 투자중재절차에서 제기된 "투자 관련 분쟁"에서 말하는 

"투자"와 같은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 이미 다른 국내법원에서 다투어진

다바 있다면 이는 갈림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론에 따르면 투자협정상의 동의조항이 위 아르헨티나-프

랑스 BIT에서처럼 넓게 규정되어있는 경우, 다른 국내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투자관련 청구와 투자중재에서의 청구가 동일분쟁으로 간주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갈림길 조항의 적용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 반

면, NAFTA 제1116조에서와 같이 중재동의 및 중재관할의 범위가 좁

게 규정된 경우에는, 기존 국내 구제절차에서 제기된 청구의 쟁점이 

NAFTA와 같은 투자협정 위반 문제가 아니었을 경우, 기존 국내절차에

서의 분쟁과 투자중재에서의 분쟁이 서로 동일 분쟁으로 인정될 가능성

이 낮아져서, 그만큼 갈림길 조항의 적용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처럼 Vivendi 취소위원회가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갈림길조항 

해석 방식은 앞서 살펴본 res judicata의 '3중 동일성 기준' 내지 

Pantechniki v. Albania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모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갈림길 조항에 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중재 판정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여전히 예

외적인 소수설에 해당하는 태도로 보인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림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무엇이 "

동일 분쟁(same dispute)"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가장 핵심

적인 검토 사항이 된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이 관련 투자협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된 바는 없고, 다만 여러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통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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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준은 res judicata 

내지 lis pendens관련 원칙상 적용되는 동일분쟁 판단 기준인 3중(또는 

2중) 동일성 원칙이며, 국제투자법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건대 이 원칙은 

이미 절대적인 다수설로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중 동일성 원

칙 이외에도 Pantechniki v. Albania 사건 내지 Vivendi 취소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동일분쟁 판단 기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이들 기준은 상대적으로 덜 인용되고 있고 여전히 소수설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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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갈림길 조항 해석 기준으로서의 Res 

Juidcata 적용과 그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상 res judicata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3중 동일성 기준(triple identity test)'이라 일컬어지는 국제법

상의 기준이 많이 이용된다. 이는 전소(前訴)와 후소(後訴)의 동일성 여

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두 소송 간에 '당사자(party)-청구취

지(object)-청구원인(cause of action)'이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을 말한다. 국제법 판례 중에서는 PCIJ의 국제공법 사건인 Chorzow 

Factory 사건에서 Anzilotti판사가 내린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

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2) 이러한 3중 동일성 기준은 

lis pendens원칙에서도 res judicata원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123)

  어떤 국제법 판례들 중에는 이러한 3중 동일성 기준 대신, '당사자

(party)-소송물(subject matter)'이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2중 동일

성 기준(double identity test)을 적용하기도 한다.124) 그러나 대체로 '

소송물(subject matter)'이라 함은 청구취지(object/relief)와 청구원인

(cause of ac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실

상 3중 동일성 기준과 2중 동일성 기준 간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125)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res judicata 적용시 분쟁 간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3중(또는 2중) 동일성 원칙의 각 요건들, 즉 분쟁의 당사자와 

122) Chozow Factory, Interpretation (Germany v. Poland), No. 11 (1927), 
Dissenting Opinion of Judge Anzilotti, PCIJ (Ser. A), 23;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52, note 110 (“This requirement appears to have 
been formulated first by Judge Anziolotti in his dissenting opinion to the 
PCIJ’s Chorzow Factory decision”) 참조.

123) 본 논문 제3장  참조.
124) Pious Fund Arbitration (U.S. v. Mexico), Award (14 October 1902) 9 

UNRIAA 13; S.S. Newchwang (US-British Arbitration Tribunal), Decision 
(9 December 1921), 16 AJIL (1922), p. 324 등 판례 참조.

125)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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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구체적인 개념 및 관련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3중 동일성 원칙을 구성하는 각 요건별 개념과 쟁점

1.1. 동일 당사자(same party)의 개념

  국제공법상 두 분쟁 간에 res judicata 효과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

드시 두 소송의 '당사자(party)'가 동일해야만 한다.126) 이 요건은 특정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legal act)가 다른 제3자에게 제약이 되어서는 아

니 된다는 법원칙(res inter alios judicata aliis neque nocet neque 

prodes)에 기반하고 있다.127)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서 대해서, 대세적 

의무(erga omnes) 효과를 가지는 영토주권(territorial sovereignty) 

내지 국가 경계(boundaries)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어

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128) 국가의 영토나 경계에 관한 결정에 대

해서는, 대인적(in personam)관계가 아닌 대물적(in rem)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후소의 당사자에 대하여 (전소의 당사자와 동일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129) 

  그러나 많은 국제법 판례들은 대물적 법률관계 내지 판결에 대해서도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res judicata가 적용될 수 있

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130) 실제로 국가 영역 및 경계에 관한 결정

126) Guiana Boundary Arbitration (Brazil v. Great Britain), Award, 6 June 
1904, 11 UNRIAA 22; Mackay Radio and Telegraph Co. v. Lal-La Fatma 
Bent, Decision of the Court of Appeal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of 
Tangier, 13 August 1954, 21 ILR (1954), para. 137 참조. 

127) Continental Shelf, Application by Malta for Permission to Intervene 
(Tunisia v. Libya), ICJ Reports (1981), para. 20 참조.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는 ICJ Statute 제36조와 제39조와 연관되는데, 즉 
ICJ의 권고의견(advisory opinion)은 res judicata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다(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with Bulgaria, Hungary and Romania, 
ICJ Reports (1950), Individual Opinion of Judge Azevedo, p. 80 등 참조).

128) Continental Shelf, Application by Malta for Permission to Intervene 
(Tunisia v. Libya), ICJ Reports (1981), para. 27 참조.

129)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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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세적 의무(erga omens)'라고 보는 태도는 그것이 (1) 국가 영역

이 가지는 주권적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2) 국가 영역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국제법원(예컨대, ICJ)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판결이 대세

적 의무가 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131) 한편, 영토 및 경계에 관

한 국가 간의 합의(agreement)가 존재할 경우, 그러한 합의는 오직 그 

합의의 당사자들에게만 유효하다. 따라서 아무리 국제법원이 국가 영토

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결정의 기판력이 합의 당사

자 이외에 다른 제3자에게 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대물적 사안에 대한 결정과 대인적 사안에 대한 결정 간의 차

이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법원칙도 존재하지 않는다.132) 따라서 국가의 

영역 및 경계에 대한 국제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에게 까지 기판력을 미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일반 국제법상 res judicata를 적용함에 있어‘동일 당사자’

요건에 대한 특수한 예외가 존재한다는 태도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국제법상 res judica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 간

‘동일 당사자’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외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일 당사자 요건을 충족시키

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예컨대, 두 분쟁 간 당사자가 형식

적인 면에서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

도 특정 관련성(relation)만 존재하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견해는 전자의 태도가 자칫 res judicata 본

연의 목적을 간과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33) 실제로 일부 국제 

중재판정부는 두 소송 간 당사자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30) 예컨대, Guiana Boundary Arbitration (Great Britain v. Venezuela), Award 
(3 October 1899) 8 RGDIP (1901), 73;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rbitration (UK v. France), Decision (30 June 1977), 18 UNRIAA, 
para. 28 등 참조. 

131)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55 참조.
132) Ibid, para. 6.56.
133)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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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 judicata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예컨대, 유럽인권위원

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이하 "ECHR")에서 제기

되었던 Martin v. Spain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 사

안(same matter)에 관하여, 전소(前訴)였던 ILO소송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union representatives)들이 소를 제기하였던 반면, 후소(後訴)

인 ECHR소송에서는 개인 자격의 신청인(individual complainants)들이 

소를 제기하였다.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들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서로 달

랐지만, 이 사건의 판정부는 위 두 당사자들 모두 ECHR절차의 res 

judicata 규정(ECHR 제35조 제2항)에 따라 동일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34)

  그러나 형식적인 면에서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

해서도 res judicata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는 여전히 소수설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위에서 예로 든 Martin v. Spain 사건

과 같은 국제법 판례들의 태도는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으로 보기에는 상

당히 이례적인 결정들 이었고, 오히려 이에 정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결정들이 다수설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135) 예컨대, Martin v. 

Spain사건 이후 ECHR에서 제기된 Service Union v. UK사건에서는 

무역노동조합(Trade Union Congress)의 조합원이 개인자격으로 

ECHR에 구제신청을 하였던 반면, 그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

은 ILO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두 소송 당사자들의 관계는 Martin v. 

Spain사건의 당사자들과 유사하였지만, ECHR 판정부는 Martin v. 

Spain사건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즉 ECHR소송과 ILO 

소송 간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ECHR 제35조 제2항 상의 res 

judicata 효과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136)

  유엔인권위원회(UN Committee on Human Rights, 이하 

“UNCHR”)의 판례들에서도 당사자 동일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형

식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원회의 Optional Protocol 

134) Martin v. Spain,  73 E.Comm.H.R. Rep. (1992), 127 참조.
135)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59 참조.
136) Council of Civil Service Union v. UK, 50 E.Comm. H.R. Rep. (1987), 2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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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항 제a호는 다른 국제 소송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

회가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37) 그런데 Fanali v. Italy사건

에서, 신청인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공동피고(co-defendants)와 

함께 어느 국내소송에 개입한 적이 있었는데, 이들 공동 피고가 유럽인

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이하 “ECtHR”)에 새롭

게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옛 공동 피고들이 ECtHR에 제기

한 소송은, 신청인이 UNCHR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Optional 

Protocol 제5조에 따른 res judicata 효력을 가지는지가 문제되었다. 

UNHCR 절차의 판정부는 동법 제5조에 근거한 res judicata가 성립되

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소송에서 완전히 동일한 개인(individual)이 소

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 개인을 대신하여 다른 누군가가(some else 

who has the standing to act on his behalf before the other international 

body)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판정부

는 UNCHR사건의 신청인과 ECtHR사건의 신청인은 그러한 동일 당사

자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138) UNCHR이 내린 다른 결

정들에서도 "관련 없는 제3자(unrelated third parties)"가 위원회 이외

에 다른 구제절차(여기서는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제기된 절차)를 통해 동일 사안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 

Optional Protocol 제5조에 따른 res judicata 효력이 발생될 수는 없

다고 판시하였다.139)

  Res judicata의 동일당사자 요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국제인권법' 

영역 이외에 다른 법역에서도 형식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당사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면, 국제인권

137) Article 5(2)("The Commitee shall not consider any communicstion from 
an individual unless it has ascertained that (a) The same matter is not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138) Fanali v. Italy, Views of 31 March 1983, UN Doc. CCPR/C/18/D/75/1980, 
para. 7.2. 참조.

139) Casarigo v. Uruguay, Views of 29 July 1981, UN Doc. 
CCPR/C/13/D/56/1979, para. 5; Estrella v. Uruguay, Views of 29 March 
1983, UN Doc. CCPR/C/18/D/74/1980, para. 4.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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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형식적인 동일 당사자 기준이 다른 국제법 영역에

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으로 보인다.140) 특히 그러한 

형식적 동일 당사자 요건이 아닌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동일 당사자의 

개념을 확대시킬 경우, 자칫 전소에는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제3

자가 동일 당사자로 간주되어 res judicata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어 온 것으

로 보인다.141)

  국제투자법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형식적인 기준을 통한 동일 당사자 

요건이 적용되어 왔다. 예컨대, CME v. Czech사건142)과 Lauder v. 

Czech사건143)의 중재판정부도, 동일 당사자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각 

사건의 신청인들의 형식적 동일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검토를 진행하

였다. 네덜란드 회사인 CME의 최대주주였던 미국 국적의 Ronald 

Lauder는 CME를 통해 1993년 체코의 텔레비전 방송국에 투자를 하였

는데, Ronald Lauder는 국가 기관이었던 체코 방송 위원회(Czech 

Media Council)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Ronald Lauder는 미국-체코 BIT에 근거하여 체코를 상대로 

UNCITRAL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를 개시하였다. 이듬해인 2000년

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CME 또한 법인자격으로 체코정부를 상대로 

네덜란드-체코 BIT에 근거한 UNCITRAL중재를 신청 하였다(CME v. 

Czech). 사실관계는 동일하였지만, Lauder v. Czech사건의 판정부는 

Lauder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반면,144) CME v. Czech에서는 CME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체코의 네덜란드-체코 BIT 위반을 결정하였

다.145)

140)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62 참조.
141)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62.
142) CME v. Czech, UNCITRAL, Partial Award (13 September 2001)(Kuhn, Schwebel, Handl).
143) Ronald S. Lauder v. The Czech Republic, UNICTRAL, Final Award (3 

September 2001)(Cutler, Briner, Klein).
144) Ibid, p. 74.
145) CME v. Czech, UNCITRAL, Partial Award (13 September 2001)(Kuhn, Schwebel, Handl), para.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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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두 분쟁 간 사실관계가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CME v. Czech사건의 중재판정부가 Lauder v. 

Czech 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res judicata 효과를 인정하지 않은 이

유도 있었다. 특히 CME v. Czech사건의 판정부는 위 두 투자분쟁이 서

로 다른 협정에 근거하여 상이한 당사자가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한쪽 

절차에서의 중재관할이 다른 쪽 절차의 중재관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146) 이처럼 CME와 Ronald Lauder가 각각 회사와 

지배주주라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ME v. Czech사건

의 중재판정부는 동일당사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엄격한 형식적 기준을 

적용하여 위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당사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1.2. 동일 소송물(subject matter)의 개념

  Res judicata적용에 관한 3중 동일성 기준의 요건 중, 위에서 살펴본 

동일 당사자 요건 이외에 '동일 소송물(same subject matter)' 요건을 

살펴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일 소송물 요건은 경우에 따라서 '

동일 청구취지(same relief)'와 '동일 청구원인(cause of action)'의 두 

가지로 그 개념으로 분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의 분절은 한국의 민

사소송법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47) 따라서 아

래에서는 동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1.2.1. 동일 청구취지(same relief)의 개념 및 쟁점

  일반적으로 res judicata는 기존 소송(前所)과 새로 제기된 소송(後

所) 간의 청구취지(relief)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청구 취지’

와 동일한 의미로서, ‘petitum’ 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청구의 목적

146) Ibid, para. 412.
14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개정판)-민사소송(II) (2005), 12면 ("원고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주장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이것
이 바로 청구이고 그 내용이 되는 권리관계를 '소송물'이라고 한다. 청구의 특정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여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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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of clai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청구취지를 뒷

받침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사실관계(facts) 내지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

장(argument)은 이러한 청구취지(requested relief 또는 petitum)의 

개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견해이다.148) 

  따라서 여기서는 (1) 국제법적 맥락에서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요

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2) 분쟁 간 청구취지의 일부만 

중첩될 경우에도 res judicata상의 동일 청구취지 요건이 만족되는지 살

펴본다. 그리고 (3) 전소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전소와 후소가 동일분

쟁이 되기 위해서는 전소 결정문의 주문 이외에 판결이유(reasoning)에 

대해서도 동일성이 요구되는지, 청구취지를 논의하는 맥락에서 살펴본

다. 

1.2.1.1.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요건

  일반적으로 청구취지는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개시할 때에 제출하는 서

면에 적시되는 청구의 결론(statement of claim)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149)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개념에 따르면 ‘청구의 취지’라 함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을 말한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청구원인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에 의하여 원고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범위 등이 간결·명확하게 기재된다.150) 이러한 민

사소송법상의 정의는 국제법상 통용되는 청구취지의 개념과도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보인다.151) 

  한편, 특정 분쟁에서 판결 내지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 해당 결

정이 인용한 청구취지의 범위와 청구인이 처음에 제기한 청구취지의 범

148)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64 참조.
149) Ibid, para. 6.64 참조.
15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개정판)-민사소송(II) (2005), 12면.
151)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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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범위 중 어떤 것이 res judicata 상

의 동일 청구취지 비교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의문이 있을 수 있다.152)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국제법 학자들은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내린 결정

문이 인용한 청구취지의 범위가 애초에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취지의 범

위 보다 넓은 경우, 그 초과분은 동일 청구취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고

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153) 즉,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직권으

로 청구인이 애초에 제시한 청구취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결정을 내린 경

우, 그 초과 범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

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결정의 기판력을 이유로 당사자들이 그 

초과되는 범위만큼의 청구 취지를 다른 소송에서 제시할 수 없다면, 이

는 절차적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154)

1.2.1.2. 청구취지의 일부만 동일한 경우

  그렇다면 서로 다른 구제절차에서 제시된 두 분쟁의 청구취지가, 전체

가 아닌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동일한 경우 res judicata상의 동일 

청구취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국제법상의 논의를 살

펴보면, 두 절차 간 청구취지가 일부만 동일한 경우, 해당 중첩 부분에 

대해서 동일 청구취지 요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보인다.155) 즉, 전소에서 

제기된 청구취지에 더하여 후소에서의 청구취지 내용이 더 추가된 경우, 

전소의 청구취지 범위에 대해서만 동일 청구취지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후소에서 제기된 청구취지의 범위가 전

소에서 제기된 청구취지의 범위보다 좁을 경우, 후소에서 제기된 청구취

지의 범위만큼만 동일 청구취지 요건이 만족된 것으로 간주된다.156)

152) Ibid, para. 6.68.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소송을 개시하면서 제시한 청구취지
와 결과적으로 결정문에서 인용된 청구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일컬어 "infra petita"라
고 하고, 상이한 경우를 일컬어 "ultra petita"라고도 한다.

153) Ibid, para. 6.69 참조.
154) Ibid, 
155) Ibid, para. 6.71.
156) Machado Case (US-Spanish Mixed Claims Commission), Moore's Digest, 

Vol. III, 219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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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제시된 청구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들(preliminary requirements)이 전소의 청구취지 범위 내

에 들어갈 경우, 후소에서 그러한 전제조건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

았을 경우에도 두 절차 간의 청구 취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인다.157)

1.2.1.3. 판결이유에 대한 기판력 문제

  한편, 전소에서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결정의 주문(dispositif 또

는 findings)뿐만 아니라 해당 결정을 뒷받침하는 이유(reasoning)에 

대해서도 res judicata 효과가 후소의 청구취지에 대해서 미치는지 여부

가 문제될 수 있다. 일부 중재판정부나 학자들은 국제법상의 res 

judicata의 개념은 판단이유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주문과 판단 이유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158) 반면, 다른 많은 중재판정부 및 학자들은 결

정의 주문만이 후소에 대해서 기판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PCIJ는 Polish Postal Service사건의 advisory opinion에서 다음과 같

이 설시하였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관한 결정의 모든 부분들이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당 결정이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분들이 주문(operative portion)의 의미나 범위를 결

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완연한 사실이다. ... 그러

나 해당 결정에 드러나는 모든 이유들이 그 결정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159)

157)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72 참조.
158) Ibid, para. 6.74.
159) Polish Postal Service in Danzig Advisory Opinion, No. 11 (1925), PCIJ 

(Ser. B), 30 ("It is perfectly true that all the parts of a judgment 
concerning the points in dispute explain and complete each other an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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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유명한 PCIJ사건인 Chorzow Factory사건에서, 

Anzilotti판사가 낸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에서도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제시되었다.

Res judicata 개념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목적으로 내린 부수적 또는 선결적 질

문에 대한 결정들은 다른 사건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주문에 대한 해석을 위해 그에 관한 판단이유나 

사실관계를 참조할 수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160) 

따라서 일부 중재판정부들은 전소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해당 주문을 

해석하는 데에 필요한 선결적인 판단(preliminary findings)이나 이유들

도 전소와 후소 간의 청구취지를 비교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

다. 예컨대, Continental Shelf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였다.

관련 주문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것은 주문

(findings)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문단 뿐만이 아니

라, 법원이 그러한 주문 상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고려한 ‘필수

적인’ 판단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들도 있다.161)

to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determine the precise meaning and 
scope of the operative portion.... But it by no means follows that every 
reason given in a decision constitutes a decision"). 따라서 PCIJ사건의 재판
부는 오직 전소의 주문(operative portion)에 대해서만 기판력을 인정하였다.

160)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rbitration, Interpretation (UK v. 
France), Decision (14 March 1978), 18 UNRIAA, para. 28 참조 ("having 
regard to the close links that exist between the reasoning of a decision 
and the provisions of its dispositif, recourse may in principle be had to 
be the reasoning in order to eludicate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dispositif").

161) Ibid, para. 30 ("it is not only the reasoning of the paragraphs embo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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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처럼 전소의 판결이 이미 내려진 경우, res judicata의 범위

를 판결문의 ‘주문’ 그 이상으로 넓히는 경우, 자칫 당사자들이 전소

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쟁점(issue)에 대해서도 기판력이 생기는 결

과로 이어질 수 있다.162) 즉, 전소에서 당사자들이 별다른 중요성을 부

여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 쟁점이, 후소에서 res judicata의 문제로 인해 

다시 제기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전소의 당

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res 

judicata의 맥락에서 청구취지(petitum 또는 relief)의 동일성 여부를 

가리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63) 반대로, 주문상의 결정내

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

는 학자들도 있다.164) 이처럼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 이외의 기타 판단

이유로까지 넓혀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나, 그 

적용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165) 

  따라서 전소의 결정에 대하여 후소에 대한 기판력을 부여하면서도, 이

러한 관계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판력이 판결

주문(dispositif)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태도가 더 설득력이 있

어 보인다.166)

the findings ... to which reference has to be made in interpret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dispositif; account may at the same time have 
to be taken of the reasoning in other paragraphs by process of which the 
Court arrived at those findings 'essential' to its decision in the 
dispositif").

162) South West Africa, Second Phase (Ethiopia and Liberia v. South Africa), 
Dissenting Opinion of Judge Tanaka, ICJ Reports (1966), 261.

163)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78 참조.
164) Laguana del Desierto Arbitration (Argentina v. Chile), Judgment of 21 

October 1994, 113 ILR (1999), para. 70 참조.
165) 예컨대, 이는 Chorzow Factory 사건의 반대의견을 낸 Anzilotti 판사가, 필수적

인 이유(essential grounds)와 필수적이지 않은 이유(non-essential grounds)
간의 구분은 그저 "결정의 주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판결의 판단이유에 부여
하는 중요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부정확하게 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
는다(an inaccurate way of espressing the different degree of importance 
which the various grounds of a judgment may possess for the 
interpretation of its operative part)"고 설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166)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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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소결

  위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동일 분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족되어야 

할 '동일 청구취지' 요건은 res judicata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아

주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소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

취지가 후소의 청구취지에 대한 비교대상이 된다기 보다는 전소의 최종 

결정상 내용이 '동일 청구취지' 파악을 위한 비교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리고 전소의 결정들은 후소에서 제기되는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여러 가

지 선결조건(preliminary requirement)들에 대해서도 기판력을 갖는 

반면, 전소의 결정은 그 주문(dispositif)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유(reasoning)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보는 것이 일반 국제법 판례의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1.2.2. 동일 청구원인(same cause of action)의 개념과 쟁점

  Res judicata 법리상의 ‘동일 분쟁’ 여부 충족을 위한 마지막 요건

인 '동일 청구원인'은 경우에 따라서 동일한 ‘cause of action’ 으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동일한 ‘causa petendi’라고 불리기도 한다. 따라

서 두 소송 간의 당사자(party)와 청구취지(relief 또는 petitum)가 동

일하다고 하여 res judicata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청

구원인까지도 동일해야 res judicata에서 말하는 동일 분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청구원인’의 개념은 당해 소송의 ‘사실관계’를 가

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정의와도 일맥상

통한다.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정의에 따르면, 청구원인이란 “원고가 청

구취지로 주장한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그 권

리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뜻한다.167) 이는 원고측이 주

16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9판), 박영사, p. 264.



- 73 -

장·증명할 사실관계를 말하며, 따라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

를 말한다. 따라서 청구의 원인에는 소 청구의 사실적 근거나 특정에 필

요한 사실관계를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 특정을 위한 법률적 용어나 

법조문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168)

  국제법상으로도 두 분쟁 간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는 동일 청구

취지를 구성하는 주요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와 청구원인

이 같다고 할지라도, 배경사실(factual background)이 상이하다면, 두 

분쟁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두 소송 간 배

경사실이 서로 연계(related)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이한 

경우라면, 이 또한 res judicata가 적용될 수 있는 동일 분쟁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으로 보인다.169) 

  단, 국제법상 res judicata를 적용하는 맥락에서는, 그러한 청구원인의 

개념이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해당 분쟁의 사실관계

(facts)를 통해서만 정의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청구의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legal basis)까지도 간주되어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직 당해 분쟁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청구원인을 정의하는 기준에 

따르면, res judicata의 맥락에서의 동일 청구원인 여부를 가리는 기준

은, 과연 “전소에서 제기된 청구취지의 사실적 배경이 후소에서 제기된 

청구취지의 사실적 배경과 동일한지” 여부가 될 것이다.170) 한편, 동일 

청구원인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서, 그러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해당 청구의 ‘법적 근거’도 동시에 고려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청구원인을 보다 형식적(formally)으로 정의내리는 태도라 할 수 

있다.171) 국제법 판례의 경향을 보면, 대체로 후자의 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제법상 청구원인을 정의함에 있어 청구의 

‘배경 사실’과 함께 ‘법적 근거’ 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168) Ibid, 266.
169) Delgado Case (US-Spanish Mixed Claims Commission), Moore's Digest, Vol. III, p. 2200 참조.
170) Machado Case (US-Spanish Mixed Claims Commission), Moore's Digest, Vol. III, p. 2194 참조.
171)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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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172)

  국제법상 동일 청구원인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특정 청구의 사실관계

와 아울러 그 법적 근거까지 고려하는 태도는, 국제중재나 소송과 같은 

국제분쟁해결 절차에 적용되는 준거법 내지 청구의 법적 근거가 상사계

약이나 조약·협정 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종류

의 분쟁에서는, 두 분쟁 간 사실관계만 동일하면 청구원인 또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res judicata가 적용되어 전소에서 행사지 않았거

나 하지 못한 법적권리(legal rights 또는 entitlement)를 후소에서 행

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후소의 당사자에게 (계

약, 협정, 국내법 등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겨나거나 여러 가지 서

로 상이한 법적 권리가 주워지게 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후소에서 그러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다소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다.173)

  한편, 소장이나 판결문에 제시된 청구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문

언상’ 또는 ‘형식적’으로는 상이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내용면에

서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분쟁해결절차

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같은 법 개념을 적용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동일 사실 관계에 대하여, 전소에서는 미국 

뉴욕주법상의 불법행위 청구가 이루어지는 한편, 후소에서는 그와 실질

적으로 같은 내용의 한국법상의 불법행위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두 

청구원인은 결국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174)

  따라서 국제법상 res judicata 맥락에서 청구원인의 동일성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은, 전소와 후소 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면서 청구의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개념을 공유하고 있는지 여

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청구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라고 할지

라도, 그 법적 근거가 실질적으로 상이한 경우라면, 청구원인이 동일하

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국제법 판례들이 동일 청구원

172) Ibid, para. 6.86.
173)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86.
17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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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청구의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와 함께 법

적근거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다. 예컨대, 유엔인

권위원회(UNCHR)에 제기되었던 Rogl v. Germany 사건에서 제기된 

청구는, 청구인이 기존에 유럽인권법원(ECtHR)에 제기하였던 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UNCHR은 "단순히 조문상의 표

현이 다르다고 하여, 인권협약에 근거하여 제기한 쟁점이 기존 ECtHR

에서 심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

(legal source)이나 조문이 서로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법적 규범(legal norm)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두 소송 간의 청구원

인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역시, 

청구원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법적근거를 분리

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5)176)

  따라서 일반국제법상의 판례들은 동일 청구원인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서 동일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청구의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가 '실질적

으로' 동일한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177)

1.3. 소결

  국제법상 res judicata의 맥락에서 동일 분쟁 여부를 가리기 위해 3중 

동일성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 당사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두 소송 간 당사자가 단순히 연관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형

식적인 면에서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이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투자법 모두의 법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법리로 파악된다. 

17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 판례에서의 res judicata 원칙은 Optional Protocol 
제5조 제2항 및 ECHR 제35조 제2항을 통해서 적용된다.

176) 이러한 맥락에서 UNCHR은 현재 소송에서 원용되는 법 조항과 전소에서 원용되
었던 법 조항 간에 실질적인 차이(material difference)가 존재한다면, 아무리 사
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두 소송 간의 동일 청구원인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하였다(Rogl v. Gernmany, Decision, 25 October 2000, 
UN Doc. CCPR/C/70/D/808/1998, para. 9.4.참조).

177)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6.90 참조.



- 76 -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청구취지란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

용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쟁점이 되는 상황은 두 분쟁 간의 청구취지의 

일부는 동일하고 다른 일부는 상이한 경우와 연관되어 있다. 전반적인 

국제법 판례의 경향은 두 청구취지에서 서로 동일한 것으로 중첩되는 부

분에 대해서만 동일 청구취지 요건이 만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소에서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라면, 전소의 당사자가 애초에 제기한 

청구취지가 아니라, 결정문 상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주문상의 내용이 후

소의 청구취지와의 비교대상이 된다. 이때에도 전소의 주문과 후소의 청

구취지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동일 청구취지 요건이 만족된 것으

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취지가 상이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때 

전소의 결정은 그 주문(dispositif)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판단이유(reasoning)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

는 것이 국제법상의 다수설이다.

  그리고 3중 동일성 원칙의 마지막 요건인 동일 청구원인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두 분쟁 간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청구의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국제법상의 판례

의 태도이다. 

2. 3중 동일성 원칙의 적용에 따른 갈림길 조항의 실효

성 문제 – 판정례 분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갈림길 조항들은 동일 분쟁

(identical dispute)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동일 분쟁 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res judicata원칙의 3중 동일성 기준이 적용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중재판정부들은 

갈림길 조항에 근거한 피청구국의 관할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Pantechniki v. Albania사건과 같

은 극히 소수 중재판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갈림길 조항

은 실효성 면에서 무력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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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3중 동일성 원칙의 요건들 중에서도 특히 

‘청구원인’의 상이함을 근거로 동일분쟁 주장을 배척하는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 국제법상 동일 청구원인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두 분쟁 간 사

실관계 뿐만 아니라, 청구의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 또한 실질적으로 동

일해야 하는데, 여러 중재판정부들이 국내 구제절차상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와 국제투자중재에서 제기된 청구의 법적근거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갈림길 조항을 배척하여 왔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본다.

2.1. Genin v. Estonia 사건178)

2.1.1. 사실관계

  미국 국적인 자연인 Genin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회사 ECL은 에스토

니아의 Estonian Innovation Bank(이하 “EIB”)라는 지분을 인수하여 

지배주주가 되었다. 그리고 EIB는 당시 파산상태였던 Estonia Social 

Bank로부터 그 자회사였던 Bank of Estonia를 인수하였다. 이후 EIB는 

Bank of Estonia의 재무제표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매도인이었던 

Estonian Social Bank를 상대로 에스토니아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러나 파산상태였던 Estonia Social Bank는 배

상액을 지불할 수 없었으므로, EIB는 상당한 손실액을 회수할 수 없었

다. 이에 EIB는 해당 손실액에 대한 채권을 미국회사 ECL에게 매도하

였고, ECL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Bank of Estonia를 상대로 해당 채권

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179)

  그 이후 Bank of Estonia는 EIB의 주주로 하여금 EIB 주식을 유지

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EIB는 에

스토니아 법원에 해당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78) Genin v. Estonia, ICSID Case No. ARB/99/2, Award (25 June 2001) (Fortier, Heth, Van den Berg).
179) Ibid. paras 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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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of Estonia는 EIB의 은행허가(banking license)를 취소해버렸다. 

이에 EIB는 에스토니아 법원에 은행허가 취소의 무효를 주장하는 두 번

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상 두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동안, 

에스토니아 법원은 EIB의 해산명령(liquidation order)을 내렸다. EIB

는 은행허가 취소 관련 소송이 계류중인 동안 은행의 해산은 중지

(stay)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EIB가 해산되자, 은행허가 취소관련 소송은 쟁송성이 상실(moot)된 것

이 되어 각하되었다.180)

  1999년 Genin, ECL, Baltoil(ECL의 에스토니아 자회사)은 공동으로 

미국-에스토니아 BIT에 근거하여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2.1.2. 주요 쟁점 및 결정

  에스토니아는 신청인 외국투자자들이 이미 에스토니아와 미국 법원에

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미국-에스토니아 BIT상의 갈림길(fork in the 

road) 조항에 따라 국제중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관할항변을 하였

다.181) 이에 중재판정부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 즉, 

(1) 어떠한 측면에서 에스토니아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었던 분쟁이 

ICSID 중재에서 제기된 분쟁과 ‘동일한’ 것인지, (2) EIB와 중재신

청인들을 모두 하나의 ‘그룹(group)’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EIB

가 에스토니아에서 행사한 법적행위(legal acts)들이 해당 그룹을 위해

서 선택한 구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182)

  중재판정부는 에스토니아와 미국에서 진행했던 국내소송상의 쟁점과 

ICSID중재에서 심사대상이 된 쟁점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부는 에스토니아 법원에서 두 번째로 제기된 소송의 목적·청구취지

(object)는 에스토니아에서의 은행허가 취소를 무효화 시키려는 것이었

180) Genin v. Estonia, ICSID Case No. ARB/99/2, Award (25 June 2001) 
(Fortier, Heth, Van den Berg), paras. 53-61.

181) Ibid, para. 1.
182) Ibid, paras.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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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반면, ICSID중재에서의 신청인들은 에스토니아 정부의 BIT 및 관련 

국제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다고 보았다.183) 또한 중

재판정부는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과 ICSID 중재절차에서 각각 심

사대상이 된 쟁점들도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184)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는 국내 소송의 당사자와 ICSID 중재절차상

의 당사자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즉, 국내 소송에서 EIB는 EIB의 업

무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EIB의 모든 주주, 채권·채무자, 직원들

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던 반면,185) ICSID 중재는 EIB가 아

니라 중재신청인인 Genin, ECL, Baltoil으로 소송 개시 당사자가 한정

되었다.186) 따라서 국내소송 개시 당사자와 ICSID 중재절차 개시 당사

자는 서로 완전히 달랐다.187) 이에 중재판정부는 국내소송-ICSID 중재

절차 간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청구(claim)가 서로 동일하지 않았으므

로, 미국-에스토니아 BIT상의 갈림길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

였다.

2.1.3. 검토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국내소송과 ICSID 중재절차를 비교하면서, 

3중 동일성 기준상의 두 가지 요건(즉, 분쟁 간 당사자와 청구취지·목

적)이 상이하다고 보고 두 분쟁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국

내 소송 개시 당사자인 EIB가 ICSID 중재절차 신청인들과 밀접한 지분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두 절차의 당사자들이 형식적 측면에

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당사자 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제법상 “동일 당사자” 충족 요건에 관한 다수설과 

정확히 일치되는 결과이다.

183) Ibid, paras. 332-333.
184) Ibid, para. 334.
185) Ibid, para. 333.
186) Ibid, paras. 332-333.
187) 참고로 에스토니아에서 제기된 두 번째 소송의 개시 당사자는 EIB와 Estonian Bank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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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MS Gas Transmission v. Argentina 사건188)

2.2.1. 사실관계

  아르헨티나는 1989년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직접투

자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소유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1991년 제정된 태환법은 페소화

를 미국달러에 대해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였고, 그 밖의 다른 

안정 조치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스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입법조

치가 취해졌는데, 특히 요금이 미국달러로 산정된 후 청구서 발행당시 

환율에 따라 페소로 전환되도록 하고, 이러한 요금들은 미국생산자물가

지수에 따라 반기별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 이런 사정 하에서 

CMS는 35년간의  가스운송 면허를 가지고 있던 아르헨티나 국내회사

인 Tranportadora de Gas del Norte(TGN)의 주식 29.42%를 취득하

였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가스운송 및 

판매회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격조정을 연기하고, 연기기간 만료시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경제위기

를 막는데 부족하였고, 2001년 후반기부터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

다. 2002년 1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

사태법을 제정, 시행하였는데 그 중 4가지 조치 즉, 1)  1999년 태환법

의 폐지 2) 미국 생산자물가지수에 연동한 가격조정의 폐지 3) 미국 달

러화에 의한 요금산정의 폐지 4) 면허 재협상의 강제조치의 시행을 통

해 외국환거래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사업면허 재협상과 관련하

여 일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재협상이 성공을 거두었으나, 가스운송

판매 면허 분야에서의 협상은 협상만료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88) CMS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08,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17 July 2003)(Vicuna, Lalonde, Rez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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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MS는 자신의 주식가치가 92%가량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7월 미국-아르헨티나 BIT에 근거하여 ICSID에 손해배상을 구

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2.2.2. 주요 쟁점 및 결정

  CMS가 제기한 중재신청에 대하여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법원에서 

이미 문제가 된 정부조치들에 대해서 다툰 바 있으며, BIT상의 갈림길 

조항에 의하여 ICSID에서의 중재신청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189) 이에 CMS는 국내소송을 제기했던 TGN은 별도의 법인이었으며, 

TGN이 제기한 소는 CMS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하였다.190)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아르헨티나는 TGN이 아르헨티나 연방 최고법원에 항소를 하였

고, 다른 행정 구제절차를 제기하였으므로, CMS는 다른 분쟁을 

투자협정 중재에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신청인(CMS)의 입장은 다르다. 첫째, TGN은 별도의 법인

(legal entity)이고 투자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직 투자자만

이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할지 아니면 중재로 제기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CMS는 그 중에서도 ICSID중재를 선택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갈림길(fork in the road) 조항이 원용될 수는 

없다. 둘째, TGN이 항소한 법원 결정은 아르헨티나 옴부즈맨

(Argentine Obudsman)이 제기하고 TGN이 소외 당사자로 개

입했던 사법절차와 관련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정부와 ENARGAS(가스 산업 규제기관) 모두 위 법원 결정을 

항소하였다. 따라서 사업면허를 받은 회사(licensee)는 이들 법

원 절차에서 방어적(defensive)이고 피동적인(reactive) 행위만

189) CMS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08,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17 July 2003)(Vicuna, Lalonde, Rezek), para. 77.

190) Ibid, para.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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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이었다. 셋째, CMS는 국내소송

과 국제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고, TGN의 주장은 

오직 사업면허(license)상의 계약적 거래관계(contractual 

arrangement)에 관한 것이었고, CMS는 투자협정 상의 권리침

해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 신청인은 또한 2002. 6. 

26.자 시행령 제1090/02호(Decree 1090/02) 및 2002. 8. 20

자 경제부 훈령 제308/02호(Ministry of Economy Resolution 

308/02) 상의 조항들로 인해, TGN이 국내법원 내지 중재절차

에서 청구를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조항은 사업

면허자(licensee)로 하여금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서가 

아닌, 오직 당시 진행 중이었던 '사업면허 재교섭 절차(license 

renegotiation process)'를 통해서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청구가 제기될 경우 청구

를 제기한 면허권자(licensee)는 위 재교섭 절차에서 배제되었

다. 이러한 상황은 TGN이 아르헨티나 법원에서 청구를 제기하

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만약 그러한 청구가 제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CMS가 제기한 

중재청구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여

러 ICSID 중재판정들은 계약상 청구가 투자협정상의 청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법원소송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협정에 근거한 중재 청구(treaty 

claims)제기를 막지는 못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본 판정부는 

[...] 이러한 판정례가 이번 분쟁에도 적용된다고 보는데, 이는 

CMS가 국내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고, TGN이 그러한 

국내법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실제로 제기되지도 않

았지만), 이는 CMS의 중재청구에 대하여 갈림길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별개의 문서

(instruments)에 근거한 청구원인 모두가 서로 다르다(Both 

the parties and the causes of action under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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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are different).191)

2.2.3. 검토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 또한 아르헨티나 국내 법원에서의 소송과 

ICSID 중재절차 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른 사건

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3중 동일성 요건 중 ‘당사

자’와 ‘청구원인’에 주목하여, 국내 법원 절차와 ICSID 중재철차의 

당사자 및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일 분쟁이 

존재하지 않고, 갈림길조항이 적용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특히 이 사건의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CMS나 TGN 

모두 국내 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고, 아르헨티나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TGN이 설령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지라도, 중재판정부는 위 둘은 같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엄격하고 형식적

인 수준의 동일 당사자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원인은 국내소송과 ICSID 중재에서 각각 제기된 청구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기 보다는, 위 두 가지 청구가 근거하고 있는 법적 근

거(legal basis)에 따라 계약상 청구(contract claim)와 협정상 청구

(treaty claim)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즉, 청구원

인의 동일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일반 국제법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의 사실관계 및 법적근거 모두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 판

단하고 있는 것이다.

2.3. Azurix Corp. v. Argentina 사건192)

2.3.1. 사실관계

191) CMS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08, Decision on Objection to 
Jurisdiction (17 July 2003)(Vicuna, Lalonde, Rezek), paras. 77-80.

192) Azurix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12, Decision on Jurisdiction 
(8 December 2003)(Sureda, Lauterpacht, Mart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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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적의 신청인(Azurix)은 아르헨티나에서 ABA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민영화된 상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양허계약을 부에노스아이레

스시 지방정부와 체결하였다.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직면한 지

방정부는 양허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Azurix는 미국-아르헨티나 BIT

에 근거하여 ICSID중재를 신청하였다.

2.3.2. 주요 쟁점 및 결정

  아르헨티나는 Azurix의 자회사 ABA가 이미 아르헨티나 행정기관 및 

법원에서 양허계약 해지에 따른 구제절차를 개시하였으므로, BIT상의 

갈림길조항이 Azurix의 ICSID 청구를 배제한다는 관할항변을 하였

다.193) 이에 Azurix는 “아르헨티나 법원과 중재절차에 제기된 청구의 

당사자(party)와 소송물(subject matter)이 다르다”고 주장하였고, 특

히 “중재절차에서의 청구원인(cause of action)은 양허계약과는 별개

이다”라고 주장하였다.194)

  중재판정부는 3중 동일성 기준에 따라195) 갈림길 조항이 원용되기 위

해서는, 국내 소송과 국제분쟁해결절차에서의 원고 및 피고가 모두 동일

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판정부는 중재절차의 당사자들(Azurix와 

아르헨티나)이 국내 소송절차의 당사자들과 다르며, 설령 Azurix가 자

회사인 ABA를 국내 소송절차에 포함시켰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내소

송에서의 상대방은 아르헨티나가 아니었으므로 동일 당사자 요건이 충족

될 수 없었다고 보았다.196)

193) Ibid, para. 37.
194) Azurix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12, Decision on Jurisdiction 

(8 December 2003)(Sureda, Lauterpacht, Martins), para. 38.
195) Ibid, para. 89 ("In one of the first cases that an ICSID tribunal had to 

decide on the existence of a pending suit and its relevance to the ICSID 
proceedings, the tribunal 'declared that there could only be a case of lis 
pendens where there was identity of the parties, object and cause of 
action in the proceedings pending before both tribunals'").

196) Ibid, para.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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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재판정부는 국내 소송과 중재절차 간의 청구원인도 상이하였

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CMS v. Argentina사건

의 중재판정부가 제시했던 계약상 청구(contract claim)와 투자협정상 

청구(treaty claim)간의 구분을 다시금 인용하며,197) 이번 사건의 청구

원인이 과거 아르헨티나 국내소송에서 제시된 국내소송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3중 동일성 원칙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3.3. 검토

  이 사건에서는 3중 동일성 원칙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는 않지만, 그에 대한 정의(the parties, object and cause of action)

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물론 3중 동일성 기준에 근거한 분쟁 동일성

의 원칙을 res judicata가 아닌 lis pendens의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기

는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중 동일성 기준은 res judicata나 

lis pendens 모두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분상의 의미는 없

어 보인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party)와 소송물(subject matter)’의 

동일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2중 동일성 원칙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다른 

한편에서는 ‘당사자(party), 청구취지(object), 청구원인(cause of 

ac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 3중 동일성 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198) 일견 서로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도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송물’에는 ‘청구취지’와 ‘청

구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일

관된 3중 동일성 기준이 검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4. Occidental v. Ecuador 사건199)

197) Ibid, para. 89.
198) Azurix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1/12, Decision on Jurisdiction 

(8 December 2003)(Sureda, Lauterpacht, Martins), paras. 3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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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청구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OEPC)라는 회사였다. OEPC

는 1999년 에콰도르 국영기업인 Petroecuador 사이에 석유 탐사 및 

생산을 위한 Modified Participation Contract을 체결하였고, OEPC는 

에콰도르 국세청을 상대로 석유 탐사, 생산 및 수출로 인해 그 동안 부

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 국세청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OEPC에게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는 

이유로 OEPC는 에콰도르를 상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OEPC가 기존에 이미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액에 해

당하는 만큼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이

에 대해 OEPC는 이와 같은 과세조치에 불복하는 소를 에콰도르 법원에 

제기하였고, 나아가 미국-에콰도르 BIT 위반을 이유로 에콰도르를 상대

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에콰도르

의 위와 같은 과세조치는 이 사건 조약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OEPC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렸다.

2.4.2. 주요 쟁점 및 결정

  우선 미국-에콰도르 BIT 제6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갈림길(fork in 

the road)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에콰도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청구인

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청구인이 에콰도르 국세청의 과세조치(Resolution 

664, 234, 406, 026)에 대해 에콰도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갈

199) Occidental v. Ecuador,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dministered Case No. U.N. 3467, Final Award (1 July 2004)(Bower, 
Vicuna, Swee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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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길 조항에 따라 청구인은 중재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에콰도르 국세청의 과세조치에 대해 에콰도르 법

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소송은 투자와 관련된 것도 아니며, 당해 

소송에서 이 사건 BIT상의 청구인의 권리를 주장한 적도 없으므로 중재

판정부에게 이 사건에 대해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나 에콰도르 세법 제83조 및 제243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

을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제척기간 준수를 

위하여 에콰도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에콰도르 법원은 

국세청의 과세조치가 에콰도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중재신청은 이 사건 조약상 투자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어 

소송과 중재에서 문제된 사항은 각각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 BIT 제2조 제3항 제b호에서는 국세청의 재량을 남용한 

조치(arbitrary or discriminatory measure)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중재판정부에게 이 사건에 대해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갈림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송과 중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

인이 제척기간 준수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청구

인에게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한 점, 이 사건 중재에서는 에

콰도르 세법 위반의 문제가 아닌 이 사건 BIT위반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점, 재량 남용의 조치에 대해서는 소 제기와는 상관 없이 중재신청

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재판정부에게 관할이 있다고 보았다.

2.4.3. 검토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에콰도르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과 투자중재

절차 간의 청구원인이 상이하다는 점(즉, 세법위반 문제와 투자협정 위

반 문제)을 들어 3중 동일성 원칙 중 ‘동일 청구원인’ 기준이 충족되

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판정부가 3중 동일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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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적용뿐만 아니라 갈림길 조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평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200) 즉 “청구인이 제척기간 

준수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갈림길 조항

의 적용이 청구인에게 실질적 선택권의 보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갈림

길 조항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res 

judicata상의 동일 청구원인 충족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지적한, ‘전

소에서 행사지 않았거나 하지 못한 법적 권리(legal rights 또는 

entitlement)를 후소에서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발

생하는 불합리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판정부가 BIT 제2조 제3항 제b호상 국세청의 재량을 남용한 조

치(arbitrary or discriminatory measure)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

기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판단 또한, 에콰도르 법원에서의 전소에서 제기된 소의 청구원인과 투자

중재상의 청구원인이 다르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는 결론으로 보인

다.201)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국내 법원에서 

제기된 전소와 투자중재절차를 통해 제기된 후소 간에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갈림길 조항상의 분쟁 동일성을 인정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갈림길 조항 분석 역시 3중 

동일성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 갈림길 조항의 무력화 현상

  위에서 검토한 4가지 사건(Genin v. Estonia 사건, CMS v. 

Argentina사건, Azurix v. Argentina사건, Occidental v. Ecuador사

건)은 갈림길 조항을 분석한 대표적인 사건들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들 이외에도 갈림길 조항을 검토한 여러 중재판정들이 있으나, 

앞서 소개한 Pantechniki v. Albania 및 그와 비슷한 판정을 내린 것으

200) Ibid. 
201) Ibid, para.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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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는 비공개 판정(H&H Enterprises Investments v. Egyp 

사건) 이외에는 2016년 현재까지 갈림길 조항을 적용하여 피청구국의 

관할 항변을 받아들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투자협정

들이 갈림길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중재절

차의 개시를 배제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갈림길 조항이 무력화되었

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림길 조항의 무력화 현상은 앞서 살펴본 3중 동일성 원칙의 

국제법적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즉, 두 분쟁간의 당사자가 형

식적인 면에서도 동일해야 하고, 청구원인 또한 단순히 사실관계만 같을 

것이 아니라 그 법적 근거 까지도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은, 국내 구제절

차와 국제투자중재 간의 동일 분쟁이 성립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

었다.

  국내 소송·중재 절차에서는 대체로 특정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상사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계약 위반 문제를 청구원

인의 법적근거로 삼아 소송이나 상사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

라서 국가 간 투자협정을 청구원인의의 법적근거로 삼는 국제투자중재와

는 동일 분쟁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내 소

송·중재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상사계약의 당사자는 대체로 투자유치국 

정부가 되기보다는, 별도의 민간기업 내지 공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성격이 완전히 동

일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법상의 기준에 합치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아무리 관련 사실적 배경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국제법상의 

res judicata원칙에 적용되는 3중 동일성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한, 

국내 법원이나 상사중재 등으로 제기했던 전소와 투자중재 형태로 제기

한 후소가 동일 분쟁으로 간주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투자협정상의 갈림길 조항을 통해 중복제소를 방지한다는 것

은 위와 같은 현실적 고려가 결여되어 있어, 결국 실현되기 어려운 목적

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식 BIT의 협상초안을 중

심으로 갈림길 조항이 탄생하여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3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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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기준에 근거하여 갈림길 조항을 해석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서는 별다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갈림길 조항

은 1980년대 초반에 처음 등장하여 1990년대 중반에 그 형태가 완성되

었다고 볼 수 있는데, 갈림길 조항에 근거한 관할항변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이므로, 갈림길 조항의 작성에 있어서 갈림길 조항

에 대한 판정례상의 경험이 반영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갈림길 조항을 앞으로 체결될 투자협정에도 포함시킬지 여부는 

재고가 필요하며, 아래 제5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최근에 체

결되는 투자협정에는 갈림길 조항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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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갈림길 조항 무력화 현상의 해결방안 

및 대안 

  이처럼 갈림길 조항은 ‘동일분쟁’에 대한 형식적 적용으로 인해 실

효성 면에서 거의 사문화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중재판정부들이 갈림길 조항상의 동일분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lis pendens나 res judicata 상의 기준을 적용

하면서 그러한 무력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적 맥락에서 res judicata의 3

중 동일성 기준의 각 요소들은 (특히 당사자 및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다소 형식적이고 완전한 동일성을 요구하는 관계로,202) 3중 동일성 원

칙을 다른 형태로 적용하여 갈림길 조항의 실효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모

색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갈림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분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3중 동일

성 원칙이 아닌 다른 종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

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1) 갈림길 조항상의 '동일분쟁'을 해석함에 있어 

‘3중 동일성’ 원칙 이외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기준들에 대해서 살

펴본다. 그리고 (2) 갈림길 조항이 본연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한

계가 있다면, 어떠한 대안을 통해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1. 3중 동일성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의 적용 가능성 

  갈림길 조항상의 동일분쟁(same dispute)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lis 

pendens 및 res judicata원칙에 적용되는 요건을 일방적으로 차용하는 

대신, ‘중복제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협정의 기본 취지를 고

202) 본 논문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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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무엇이 그러한 중복제소 상태를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

본적인 수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Pantechniki 

v. Albania 사건의 단독중재인이었던 Jan Paulson이 제시한 동일분쟁에 

대한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res judicata와 같은 다른 법원칙

의 내용을 차용하기 보다는) 갈림길 조항 자체의 요건을 해석하는 접근 

방식은, 중복제소의 방지라는 기본취지에 입각한 갈림길조항의 유효한 

적용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생각된다.203)

  예컨대 투자중재와 국내 소송에서 제기된 청구가 당사자ᆞ청구원인ᆞ

청구취지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이를 중복제소라고 볼 수 없다는 관점

에 따르면,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불만(grievance)’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도 법적 구제의 형식만 달리하게 되면, 해당 불만에 

대한 여러 구제절차가 병행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예

컨대,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 관련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

고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같은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treaty claim으로 재구성하여 투자중재의 신청을 고려하는 실무경향이 

이러한 이중제소 방지의 무력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

복제소를 방지하기 위한 갈림길 조항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Jan Paulson이 제시한 바와 같이 (1) 두 청구가 동일한 규범

적 연원(normative source)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204) (2) 신청인이 

동일한 권리(entitlement)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205) (3) 특정 사안

에 대한 합법성 여부(lawfulness)를 판단206)하고 있는 것인지 등의 기

203) 본 논문 제3장 참조.
204) 투자협정과 국내법이 형식적으로는 서로 다른 법원(legal source)이긴 하지만, 특

정인에 대한 보호라는 취지를 가지고 입법화 된 것이라면, 그 취지 면에서 이는 
유사한 규범적 연원(normative source)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205) 서로 다른 법(예컨대, 투자협정과 국내법)에 기반한 두 청구는 형식적인 면에서 
청구원인을 달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피해나 불만이 발생하고, 
투자협정 및 국내법에서 그러한 피해나 불만에 대한 구제가 비슷한 수준에서 가능
하다면, 두 청구는 동일한 구제 자격 또는 권리(entitlement)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206) 서로 다른 법(예컨대, 투자협정 내지 국내법)의 위반에 근거한 두 청구는, 서로 다
른 법의 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서로 다른 청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법이 유사한 목적을 위해 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유사한 규범
(norm)에 대한 위반문제를 다툰다는 측면에서 두 청구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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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같이, 두 청구의 기초적 근거(fundamental basis)에 관한 보다 일

반화된 검토는 중복제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더 직관적이고 유효한 

대안을 제시해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동일분쟁’요건과 

관련하여 (res judicata 원칙과 같이) 다른 법원칙에 적용되는 기준을 

차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해 갈림길 조항상의 요건이 가지는 의미를 

개별적으로 해석한 일종의 ‘해석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약ᆞ조약ᆞ국내법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법원(legal source)상의 실체

적 기준에 근거 하지 않고, 다소 주관적이고 일반화된 원칙에 근거하여 

분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 중재판정부마다 해석의 차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이 있다.

  한편 투자협정상 사전 중재동의조항의 전제조건인 ‘투자분쟁’의 정

의와 범위를 바탕으로 동일분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앞서 예

시로 든 바와 같이, 이러한 기준은 Vivendi 취소위원회가 방론에서 제시

한 바 있는데, 이 또한 3중 동일성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207)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채택하여 갈림길 조항을 

해석하거나 적용한 다른 중재판정례가 아직 보고된 바 없고, 강학상으로

도 여전히 소수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3중 동일성 원칙에 기반한 해석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antechniki v. Albania사건에서 동일분쟁을 해석한 태도나 

Vivendi 취소위원회의 취소결정에서 암시된 중재동의 범위에 기반한 해

석 모두, 갈림길 조항상의 '동일분쟁' 해석을 위한 대안적 기준으로 적용

되기에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2. 갈림길 조항의 목적 실현을 위한 협정상의 대안

  본 논문 제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갈림길 조항은 중복제소의 방지

를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조항이다. 일반적인 갈림길 조항은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분쟁의 당사자들(투자유치국과 투자자)이 기존에 

207) 본 논문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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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분쟁해결조항과 BIT에 따른 국제중재절차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국내 국제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국제

중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1) 국제중재

와 기존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 간 투자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는 투자자의 이익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2) 국내 국제절차 

진행으로 인해 국제중재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국내분쟁해결 절차의 

독립성과 종국성이 국제투자분쟁으로 인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투자유치국의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갈림길 조항의 발생과 변

천과정을 분석해보면, 갈림길 조항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었을 때 ‘동일 

분쟁’ 요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갈림길 조항에 근거한 관할항변에 대한 

결정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이후였기 때문

에,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그 형태가 완성된 갈림길 조항에는 

그러한 중재판정의 경험이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갈림길 조항의 구조 자체가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에 부족하다

는 것이 여러 중재판정을 통해 가시화된 상황에서, 투자분쟁의 중복제소 

방지라는 갈림길 조항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협정상

의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그러

한 대안의 하나로서 “포기조항(waiver clause)”에 대하여 분석해 본

다.

2.1. 협정상 대안으로서의 ‘포기조항(waiver clause)’

2.1.1. 포기조항의 형태

  실제로 근래에 체결된 여러 투자협정들은 투자유치국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이중제소 방지를 위하여 갈림길 조항 대신 포기조항(waiver)

을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포기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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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투자챕터에 제112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투자자

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투자중재를 신청할 수가 있다.

[T]he investor [...] waive[s its] right to initiate or 

continue before any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urt under 

the law of any Party, or othe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y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measure 

of the disputing Party that is alleged to be a breach [...] 

before an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urt under the law 

of the disputing Party.

  즉 NAFTA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포기조항’은 국내분쟁해결

절차(예컨대, 국내 법원 소송 등)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투

자자가 국제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투자협정에 기반한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내 구제절차를 

개시(initate)하거나 또는 계속(continue)하기 위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국내 구제절차의 종류도, 문제가 되는 정부 조

치와 관련된 모든 절차(any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measure)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아, 포기조항이 적용되는 국내절차의 폭

이 갈림길 조항에 비하여 훨씬 넓다. 

  한편, 2004년 발효된 한-베트남 BIT 또한 갈림길 조항 대신 위와 비

슷한 포기조항(제9조 제6항 내지 제8항)을 포함하고 있다.

A disputing investor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only if he consents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and waives his right 

to initiate before any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urt 

under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or othe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y proceedings with resp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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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sure of the disputing Contracting Party that is 

alleged to be a breach of this Agreement.208)

  다만, 위 한-베트남 BIT의 포기조항은 투자협정에 기반한 국제투자중

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타 구제절차를 개시

(initiate)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NAFTA의 포기조항이 

투자중재 이외의 기타절차를 개시 또는 계속(initiate or continue)할 것

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 보다는 포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포기조항들은 그러한 국내절차의 포기 형식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베트남 BIT의 예를 들자면 그러한 포

기는 아래와 같이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

다.

A consent and waiver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in 

writing, be delivered to the disputing Contracting Party 

and be included in the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209)

2.1.2. 포기조항의 연원과 목적

  1991년 7월부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서 시작된 NAFTA협상

은 1992년 8월에 완료되었는데, NAFTA 투자챕터에 대한 협상은 당시 

사용되던 US Model BIT 협상초안을 출발점으로 진행되었다.210) 그러

나 막상 1992년 9월에 체결되고, 1994년 1월에 발효된 NAFTA는 기

존 US Model BIT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211) 이는 

208) 한-베트남 BIT, 제9조 제6항.
209) 한-베트남 BIT, 제9조 제10항.
210) Kenneth J. Vandevelde, 앞의 책 [註 35], pp. 46, 51.
211) Ibid,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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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이 사용하던 BIT초안(negotiating text)의 재검토

(reexamination)로 이어졌다.212) 그러나 NAFTA가 1990년대 미국이 

실제로 체결한 BIT의 협상초안으로 적극 사용되지는 않았다가,213) 미국

정부는 2004년에 이르러서야 NAFTA 협정문과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Model BIT를 만들었다(이하 "2004년 US Model BIT").214) 

  미국의 협상가들이 NAFTA 투자챕터 협상 경험에 기반을 두어 작성

한 2004년 US Model BIT는 제24조 제3항에서 1994년 US Model 

BIT와 마찬가지로 총 4가지 중재절차(ICSID, ICSID Additional 

Facility, UNCITRAL ad hoc, 기타 합의에 따른 방식)를 나열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기존 

US Model BIT들이 보여주고 있던 갈림길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규정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기존 US Model BIT들은 투자자가 국내 국제

절차나 기존에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절차로 해당 ‘분쟁’을 회부한 경

우, 동 ‘분쟁’에 대하여 투자협정상의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US Model BIT 제26조 제2항은 그러한 

이전 Model BIT들이 가지고 있던 갈림길 조항이 아닌, NAFTA 1121

조와 같은 ‘포기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2. No claim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unless:

(a) the claimant consents in writing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Treaty;

(b) the notice of arbitration is accompanied,

(i) for claims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24(1)(b), by the claimant's written waiver; and

212) Ibid, p. 66.
213) Ibid, p. 66. 물론 NAFTA 투자챕터는 미국이 이후 여러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FTA) 투자챕터의 협상초안으로 사용된것은 사실이다(id).
214) Ibid,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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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for claims submitted to arbiration under Article 

24(1)(b), by the claimant's and the enterprise's 

written waivers

of any right to initiate or continue before any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urt under the law of either 

Party, or othe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y 

proceeding with respect to any measure alleged to 

constitute a breach referred to in Article 24.

  따라서 2004년 US Model BIT에 의하면, 투자자는 투자중재를 제기

하기 전에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포기조항은 미국의 BIT관련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기존 

Model BIT들의 갈림길 조항은 투자자로 하여금 BIT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 구제절차를 제기하면,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는 

투자자로 하여금 국내 국제절차의 이용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

었다.215) 그러나 2004년 US Model BIT의 포기조항은 투자자가 이미 

국내 국제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BIT에 의거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았다. 대신, 중복절차를 피하기 위

하여 현재 제기한 (또는 향후 제기할) 국내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포기

(waiver)를 선언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복제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BIT 프로그램의 오래된 정책

(policy)이었지만, 갈림길 조항에 기반하고 있던 기존 BIT들의 ISDS조

항에 따르면 국내 국제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즉시 투자자는 국제투자중

재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4년 US 

Model BIT상의 ISDS조항은 갈림길 조항이 아닌 ‘포기조항’을 채택

하였기 때문에, 투자자로 하여금 국내 국제절차 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포기조항은 기존 갈림길 조항에 비하

여 투자자로 하여금 국내 구제절차를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215) Kenneth J. Vandevelde, 앞의 책 [註 35], p.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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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216) 이는 또한 투자자가 BIT에 따른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국제절차를 진행한 경우, 해당 투자자가 투자자-국가 중재를 제기할 기

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

다.217)

  이처럼 포기조항은 투자자로 하여금 보다 자유로운 국내 분쟁해결절차

의 이용을 허용하고, 분쟁 초기 국내 국제절차 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소시키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포기조항 도입의 배경에는 기존 갈림길 조항이 국내 구제절차의 

당사자나 청구원인 등이 투자중재의 그것과 다른 경우 동일분쟁 요건이 

만족되지 않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우려 또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218)

  이러한 포기조항은 2000년대에 미국이 체결한 각종 FTA에 거의 대

부분 등장하는 한편 갈림길조항과 포기조항을 협정상으로 혼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 투자협정도 존재한다. 예컨대, 한미FTA는 제11.18

조 제2항에 따라 ‘포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이 피청구

국일 경우에는 ‘갈림길방식’을 인정하고 있다(부속서 제11-사). 즉,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원 또는 중재절차 중 하나만

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한국인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법원 제

소 후 미국법원 재판 절차를 중지하고 중재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갈림길방식은 투자

중재와 국내분쟁해결 절차가 동일 분쟁에 관한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FTA ‘투자챕터상의 의무’에 대한 위반 문제가 국내법

216) Kenneth J. Vandevelde, 앞의 책 [註 35], p. 605 ("Thus, the 2004 model 
places less emphasis on avoiding multiple proceedings than had prior 
models, but more emphasis on encouraging resort to local remedies").

217) Ibid; Christopher F. Dugan, et al., 앞의 책 [註 15], p. 371참조.
218) Kenneth J. Vandevelde, 앞의 책 [註 35], p. 605 ("If the dispute submitted to 

arbitration was between different parties or was based on a different cause 
of action than the dispute previously submitted to local remedies, then it 
would be a different dispute and it could be arbitrated under the 
investor-state dispute provision of th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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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다투어졌을 경우에 한하여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변형된 갈림길방식은 한국이 국제법의 국내

적 효력과 관련하여 일원주의(monism)를 취하고 있어(헌법 제6조 1항) 

국제조약인 FTA상의 실체적 보호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국내법원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약 위반 문제를 다루는 경우 국내법원과 

중재판정부 간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애초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

된 것이다.219) 따라서 한미 FTA상의 갈림길 조항은 FTA 상의 협정위

반 문제가 직접적으로 주장되지 않는 국내 구제절차(이를테면 국내 법원 

소송)와 투자중재 간의 중복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한국 투자자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일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조약에 대한 별도 이행법안이 필요한) 미국의 국내 법원에서 한미 

FTA상의 실체적 투자보호조항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법

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의 청구원인은 모두 미국 국내법 위반문제로 

환원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국내법원과 투자중재판정부가 동일한 조

약 위반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국내법원과 중재판정부 간

의 결론의 근거가 애초부터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원과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갈림길 조항을 적용

할 필요성이 적은 것이다.220)

2.1.3. 포기조항의 특징

219) 법무부, 한미FTA 투자분야 연구 (2008), pp. 230-231 참조. 또 다른 예로, 2005년
에 발효된 한-네덜란드 BIT 제8조 제3항의 경우 네덜란드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한국 법원에 제기된 동일 분쟁에 대한 판결
이 확정되었을 경우 투자중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n case a 
legal dispute concerning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submitted to a competent domestic court, this dispute 
shall not be submitted to ICSID, when a judgment rendered by any 
domestic court has become final. If a dispute concerns an investment in 
the territor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 investor may choose 
to submit a dispute to ICSID at any time.) 이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한국과 같
이 일원론을 취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상의 차이점이 고려된 
조항으로 보인다.

22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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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투자유치국의 '조치(measure)'에 관한 이중제소 금지

  갈림길조항이 ‘동일분쟁(same dispute)’에 대한 이중제소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포기조항은 투자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피청

구국의 ‘조치(measure)’에 대한 이중제소를 금지하고 있어, 포기조항

의 적용 폭이 훨씬 넓다. 예컨대, 위 NAFTA 제1121조는 투자중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피청구국이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피청구국의 조

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개시ᆞ계속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사건에서 갈림길 조항이 3중 동일성 기준과 같은 형식

적 기준으로 인해 무력화되는 것과는 달리, 문제가 되는 국가의 ‘조

치’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포기조항은 보다 효과적으로 국내 구제

절차와 국제투자중재 간의 병행절차를 규율할 수 있다.

  다만, 포기조항이 '조치'를 기준으로 하고, 길림길 조항은 '분쟁'을 기

준으로 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인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부 

투자협정의 경우 포기조항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국제투자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동일 ‘조치’가 아닌 동일 ‘분쟁’에 대한 국내 국

제절차의 포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1년

에 발효된 한-벨기에 BIT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  If the dispute cannot be settled within six (6)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has been raised 

by either party, and if the investor waives the rights 

to initiate any proceedings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e., domestic or other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same dispute,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upon request of the investor of the 

Contract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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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established by the 

Washington Convention of 18 March 1965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r 

(b) to the Additional Facility of the Centre, if ICSID is 

not available, or 

(c)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d) if agreed by both parties to the dispute, to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 or in accordance with any other 

arbitration rules. 

  이처럼 갈림길 조항에서 채택하고 있는 ‘동일분쟁’ 요건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포기조항의 경우, 갈림길 조항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원

인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2.1.3.2. 포기조항의 시적 적용

  한편, 갈림길 조항이 현재 내지 과거에 제기된 국내 구제절차와의 이

중제소를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포기조항은 ‘장래’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절차까지 배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시

적 적용 범위 또한 갈림길 조항보다 훨씬 넓다.221)

2.1.3.3. 당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포기조항은 기존 갈림길 조항에 적용되던 좁고 형식적인 

의미의 ‘동일 당사자’ 요건보다 자유로워진 형태의 당사자 요건을 규

221) Hanno Wehland, 앞의 책 [註 7], para. 3.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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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22) 이는 여러 투자협정 상의 포기조항

이 막연히 동일 투자자에 대해서만 국내절차 진행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투자자가 소유(own)·통제(control)하는 사업

체(enterprise)가 제기하는 청구까지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베트남 BIT의 경우에도 이렇게 포기가 요구되는 당사자의 범위가 

(1) 투자자 본인뿐만 아니라 (2) 투자자가 소유·통제하는 투자유치국 

내 사업체(enterprise)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7) A disputing investor that owns or controls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on his own for a loss 

or damage to his interest in such an enterprise 

only if both the investor and the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the investor owns or 

controls waive their right to initiate before any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urt under the law of a 

Contracting Party, or othe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y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measure of the disputing Contracting Party that is 

alleged to be a breach of this Agreement. 

(8) A disputing investor may submit a claim to 

arbitration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the investor owns or 

controls, only if both the investor and the 

enterprise consent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and waive their right to initiate before any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urt under the law of a 

222) Ibid, para. 3.1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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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ng Party, or othe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y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measure of the disputing Contracting Party that is 

alleged to be a breach of this Agreement.223)

  따라서 포기조항의 적용시, 투자중재절차와 함께 국내 구제절차를 개

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 또한 갈림길 조항에 비해서 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2.2. 포기조항 적용 관련 사례 -Waste Management Inc. v. Mexico 사건224)

  포기조항의 적용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앞서 예로 든 NAFTA 제

1121조에 규정된 포기조항 적용여부를 검토한 Waste Management 

Inc. v. Mexico사건이 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투자자의 자회사가 

멕시코 국내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NAFTA 제1121조에 의하여 투자중

재판정부의 구성 이후에는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였다. 

2.2.1. 배경사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미국의 쓰레기처리업체인 USA Waste 

Services라는 회사였는데,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회사(Acaverde)는 멕

시코의 지방정부와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공공

쓰레기관리서비스(거리  청소,  매립  등)를 15년 동안 제공하기로 하

였다. 그리고 양허계약 조건에 따라, 지방정부와 멕시코 은행

(Banobras)은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정부의 대금 미지급시 이

에 대한 지급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양허계약 조건에 관한 분쟁(지방정

부의 대금 미지급 문제 등)이 발생하자, Acaverde는 Banobras를 상대

223) 한-베트남 BIT, 제9조 제7항 내지 제8항.
224) Waste Mgmt., Inc. v. Mexico, ICSID Case No. ARB(AF)/98/2, Award (2 

June 2000)(Highet, Siqueiros, Crem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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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급 보증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 2건을 멕시코 

법원에서 개시하였다. 그리고 Acaverde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양허계약 

상의 분쟁합의조항에 근거하여 국내 상사중재를 진행하였고, 아울러 신

청인은 멕시코가 NAFTA  제1105조(대우의 최소기준)와  제1110조

(수용 및 보상)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투자중재 또한 제기하였다. 

2.2.2. 주요 쟁점 및 결정

  NAFTA 투자중재에서 신청인은 NAFTA 제1121조 조건을 충족시키

기 위하여, “NAFTA 제11장 및 국제법상의 적용 가능한 규칙 위반으

로 주장되는 멕시코의 조치 관련 모든 구제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권

리”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였다.225) 그러나 해당 선언은 명시적으로 

“멕시코 국내법을 비롯하여, NAFTA 제11장 이외의 법원(sources of 

law)이 부과하는 의무를 멕시코가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분쟁해

결절차(proceedings)”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226) 결국 신청인은 

멕시코 법원에 기존 소송이 그대로 계류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NAFTA

에 근거한 투자중재를 진행하려 한 것이다. 

  이에 멕시코는 신청인의 포기선언은 국내소송과 투자중재를 동시에 진

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자(defective)있는 것으로 보고 무효를 주장하

였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NAFTA 제1121조상의 갈림길 조항을 

분석하면서, 정부의 동일한 조치(measure)는 여러 분쟁해결 절차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일조치(same measure)는 서로 다른 법

원이나 판정부에서의 청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멕시

코 법제에 따라 특정 청구서(invoices) 미납에 따른 일련의 계

약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NAFTA에서는 투자유치국이 투자에 대

225) Waste Mgmt., Inc. v. Mexico, ICSID Case No. ARB(AF)/98/2, Award (2 
June 2000)(Highet, Siqueiros, Cremades), paras, 4-5.

226) Ibid.



- 106 -

한 공정공평대우(NAFTA 제 1105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는 수용(NAFTA 제1110조)에 해당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도 있다.227)

  그리고 판정부는 신청인 측이 제기한 법원소송, 상사중재, 투자중재의 

청구 내용들을 분석하여, 이들 청구가 투자유치국의 모두 동일한 조치

(same government measure)에 근거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NAFTA 제1110조에 따라, NAFTA 투자중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동

일 조치에 대하여 제기한 기존 법원소송 및 상사중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판정부는 NAFTA 투자중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명하

고, 명시적이며, 포괄적인("clear, explicit and categorical") 포기선언

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건에서 제출된 것과 같이 제한된 범위의 포기

선언(limited waiver)의 경우에는 관할이 인정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2.2.3. 검토

  Waste Management Inc. v. Mexico에서와 같이 포기조항은 투자유

치국의 동일 조치(measure)에 대한 이중제소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동

일 분쟁(dispute)을 기반으로 하는 갈림길조항과 달리, 효과적으로 중복

제소를 배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갈림길 조항이 동일분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것과는 달리, 포기조항

의 적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달리하는 견해가 특별히 발견되

지 않는다.

3. 소결

  국제투자분쟁에 관하여 국제투자중재절차와 기타 분쟁해결절차 간의 

227) Ibid, para.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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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소를 방지하는 것이 갈림길 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다. 그러

나 갈림길 조항의 발생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1) 투자자의 구제절차

에 대한 선택을 어느 범위까지 존중해 줄 것인지 (2)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자로 하여금 국제투자중재 이전에 국내 국제절차 진행을 못하도록 

금지할 것인지와 같이,‘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절차적 이해관계’를 

정교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조문이 발전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는 갈림길 조항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즉,‘동일분

쟁’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갈림길 조항은 실효적 측면에서 중복제소 방지라

는 본연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 중

재판정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줄 만한 실효

성있는 해석 기준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갈림길 조항이 의도하고 있는 본연의 정책적 목적을 실현시키

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협정상의 대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BIT

협상가들이 갈림길 조항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간과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여러 중재판정부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갈림길 조항의 단점이 보

완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갈림길 조항이 가지고 있

는‘동일분쟁(same dispute)’요건이다. 즉 갈림길 조항 무력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일분쟁’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

로 갈림길 조항의 부분적인 수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228)

  한편, 최근에 많이 채택되고 있는 포기조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투자자로 하여금 국내 국제절차를 투자중재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기존 갈

림길 조항이 동일분쟁 요건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우려 또

한 ‘동일 조치’요건을 채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228) 예컨대, 갈림길 조항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포기조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대로 투자유치국의 “동일 조치”에 대한 국내 국제절차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투
자중재 제기가능성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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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맥락에서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는 투자분쟁의 중복제소를 막기 

위해서는 ‘동일조치’를 동일분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포기조항’

을 채택하는 것이 투자협정상의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투자자

의 절차적 권리 보호 차원에서 포기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갈림길 조항의 

그것과는 다소 상이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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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국제투자협정과 관련된 병행절차, 그 중에서도 국제투자협정과 기타 

분쟁해결절차(예컨대 국내법원 소송 내지 상사중재) 간 중복제소 또는 

투자자의 법정지쇼핑(forum shopping)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적 

기반은 아직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그러한 중복제소 상황

을 투자협정과 같은 조약을 통해 규율할 경우, 이는 국제법상 조약이 가

지는 구속력에 기반 하여 보다 효율적인 규제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조약을 통해 국제투자중재와 기타 구제절차 간의 병행적 

절차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장치로는 갈림길 조항, 포기조항, 국내구제완

료 조항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갈림길 조항은 국제투자협정 중재를 통해 투자분쟁해결을 

모색하는 투자자의 선택은 존중하되, 해당 분쟁에 대한 중복제소는 방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에서 갈림길 

조항을 근거로 피청구국이 제기한 관할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기존 중재판정 사례들 중에서 갈림길 조항에 근거한 관

할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갈림길 조항이 사실상 

실효적인 측면에서 거의 무력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갈림길 조항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동일 분쟁(same 

dispute)’을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검토사항

이다. 갈림길 조항상의 ‘동일 분쟁’은 투자협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

지는 않다. 대신 갈림길 조항을 적용하는 각 중재판정부가 투자중재절차

와 기타 분쟁해결절차 간 분쟁의 동일성 여부를 특정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중재판정부들은 그러한 동일성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 국제법상의 res judicata 원칙의 요건 중 하나인 3중 동일

성 기준(동일 당사자, 동일 청구취지, 동일 청구원인)을 통해 분쟁 간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법상 res judicata 원칙에 적용되는 3중 동일성 기준은 상

당히 형식적이고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 국제법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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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당사자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두 소송 간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형식적인 면에서 까지도 동

일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법상 청구취지의 동일성은 두 분쟁에서 

제기된 청구취지가 서로 완전히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전소

(前訴) 결정문의 주문(dispositif)과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판단 

이유가 후소(後訴)의 청구취지와 동일해야 한다. 셋째, 국제법상 청구원

인은 청구를 구성하는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근거 또한 실질적

으로 동일해야 청구원인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3중 동일성 요건의 다소 형식적이고 완전한 동일성 요구는 현

실적으로 갈림길 조항상의 동일분쟁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청구원인 간 동일성과 관련하여, 단순이 사실관계만 같

을 것이 아니라 청구의 법적 근거까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

은, 국제투자중재와 기타 분쟁해결절차(대표적으로 법원소송과 같은 국

내 국제절차) 간의 분쟁이 웬만해서는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었다. 예컨대, 대부분 특정 국내법을 준거법을 하는 국내 구

제절차(국내 법원소송 내지 상사중재)에서의 청구원인은, 투자협정을 청

구원인의 법적 근거로 삼는 국제투자중재에서의 청구원인과 달라질 수밖

에 구조이다. 물론 한국과 같이 조약이 별도의 국내이행

(implementation) 입법을 요하지 않고 곧바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

니는 소위 ‘일원주의(monism)’법제에서는 투자협정 위반을 국내법원

에서도 다툴 수 있을 것이고,229) 이 경우 국내 국제절차와 투자협정중

재 간의 동일 분쟁을 찾기는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협정 위반 문제’를 국내법원에서 다투는 외국 투자자는 거의 찾

아보기 어렵다.

  한편, 소수의 중재 판정부들이 3중 동일성 기준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

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준은 아직 강학상의 논의로 남아있거나 극히 예

외적인 소수설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3중 동일성 기준

의 실효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29) 법무부,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2010), p.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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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투자협정상의 갈림길 조항을 통해 이중제소를 방지한다는 발상은 

위와 같이 그 적용면에서 실질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상당수의 투자협정에 포함된 갈림길 조항은 그 

구조와 실효성 면에서 그 본연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

고 있는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1980년대에 시작한 미국의 BI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갈림길 

조항의 연원과 변천과정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위와 같은 갈림길 조항의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이 실제 사건에 적용되었을 때 ‘동일 

분쟁’ 요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갈림길 조항에 근거한 관할항변에 대한 결정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이후였기 때문에, 1980

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그 형태가 완성된 갈림길 조항에는 그러한 중

재판정의 경험이 반영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갈림길 조항을 통해 국제투자중재와 

기타 분쟁해결절차 간의 중복제소 상황을 규율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법정지 쇼핑을 통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피청구국의 입장에서는 신청인의 남소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병행절차 및 중복제소의 남용으로 인해 국

제투자법제 전체의 안정성(validity) 저하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갈림길 조항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목적(특히, 국내 구제절차

의 독립성과 그 판결의 종국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을 실현시키기 위해 갈림길 조항을 원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한다. 

  대신 이러한 목적을 투자협정상의 장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

림길 조항이 아닌 다른 조약상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갈림길 조항의 협상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BIT협상가들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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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여러 중재판정부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구조적 단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갈림길 조항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곤 하는 ‘동일분쟁’요건을 포함하여, 갈림길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갈림길 조항 대신‘포기조항’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

은데, 포기조항의 입법취지와 갈림길 조항의 그것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

에 포기조항의 채택에 앞서 적절한 정책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990년대 NAFTA가 체결되고 2004년 US Model 

BIT가 공개되면서, 여러 BIT및 FTA들이 포기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조항은 투자자로 하여금 국내 구제절차를 투자중재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정책적 비중을 두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존 갈림길 조항이 동일분쟁 요건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우려 또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림길 조항은 갈림길 조항 본연의 정

책적 취지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즉, (1) 국제중재와 기존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 간 투자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이익’

을 반영함과 동시에, (2) 국내 국제절차 진행시 국제중재 회부 가능성을 

배제하여 국내 국제절차에 대한 투자중재절차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해당 국내 국제절차의 독립성과 종국성을 보장하려는 투자유치국의 정책

적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기 조항은 

(갈림길 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국내 구제절차에 대한 투자중재의 영향

을 최소화하려는 투자유치국의 정책적 목표가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는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포기조항이 갈림길 조항의 무력

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갈림길 조항 본연의 목적과 

취지는 그대로 실현시켜줄 것인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기

존 투자협정들에 포함되어 있는 갈림길 조항들을 포기조항으로 대체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자협정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

적 목표에 관한 각 체약국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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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30)

230) UNCTAD, Investment Policy Hub 웹사이트 (investmentpolicyhub.unctad.org) 참조
     (2016. 7. 25. 최종방문).

BIT 당사국 체결일
(일/월/년)

발효일
(일/월/년)

Panama - United States of 
America BIT (1982)

Panama,
United States of 
America

27/10/1982 30/05/1991

Costa Rica - United Kingdom 
BIT (1982)

Costa Rica, United 
Kingdom 07/09/1982 　

Morocco - United Arab 
Emirates BIT (1982)

Morocco,
United Arab 
Emirates

16/06/1982 　
Cameroon - United Kingdom 
BIT (1982)

Cameroon,
United Kingdom 04/06/1982 07/06/1985

Egypt - Somalia BIT (1982) Egypt, Somalia 29/05/1982 16/04/1983

Belize - United Kingdom BIT 
(1982)

Belize, United 
Kingdom 30/04/1982 30/04/1982

Sri Lanka - Sweden BIT 
(1982) Sri Lanka, Sweden 30/04/1982 30/04/1982

Malaysia - Sri Lanka BIT 
(1982) Malaysia, Sri Lanka 16/04/1982 31/10/1995

BLEU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 Sri Lanka  
 BIT (1982)

BLEU(Belgium-Lux
embourg Economic 
Union), Sri Lanka

05/04/1982 26/04/1984

China - Sweden BIT (1982) China, Sweden 29/03/1982 29/03/1982

Equatorial Guinea - France 
BIT (1982)

Equatorial Guinea, 
France 03/03/1982 23/09/1983

Japan - Sri Lanka BIT (1982) Japan, Sri Lanka 01/03/1982 07/08/1982

United Kingdom - Yemen 
BIT (1982)

United Kingdom, 
Yemen 25/02/1982 11/11/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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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rra Leone - United 
Kingdom BIT (1981)

Sierra Leone,
United Kingdom 08/12/1981 　

Germany - Somalia BIT 
(1981) Germany, Somalia 27/11/1981 15/02/1985

Sri Lanka - Switzerland BIT 
(1981)

Sri Lanka, 
Switzerland 23/09/1981 12/02/1982

Paraguay - United Kingdom 
BIT (1981)

Paraguay, United 
Kingdom 04/06/1981 23/04/1992

Bangladesh - BLEU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BIT 
(1981)

Bangladesh,
BLEU(Belgium-Lux
embourg Economic 
Union)

22/05/1981 15/09/1987

Malaysia - United Kingdom 
BIT (1981)

Malaysia, United 
Kingdom 21/05/1981 21/10/1988

Papua New Guinea - United 
Kingdom BIT (1981)

Papua New Guinea,
United Kingdom 14/05/1981 22/12/1981

Bangladesh - Germany BIT 
(1981)

Bangladesh, 
Germany 06/05/1981 14/09/1986

Pakistan - Sweden BIT 
(1981) Pakistan, Sweden 12/03/1981 14/06/1981

Lesotho - United Kingdom 
BIT (1981)

Lesotho, United 
Kingdom 18/02/1981 18/02/1981

Romania - Sri Lanka BIT 
(1981) Romania, Sri Lanka 09/02/1981 03/06/1982

Philippines - United Kingdom 
BIT (1980)

Philippines, United 
Kingdom 03/12/1980 02/01/1981

Germany - Papua New 
Guinea BIT (1980)

Germany,
Papua New Guinea 12/11/1980 03/11/1983

Germany - Portugal BIT 
(1980) Germany, Portugal 16/09/1980 23/04/1982

Cameroon - Romania BIT 
(1980) Cameroon, Romania 30/08/1980 24/09/1981

Romania - Senegal BIT 
(1980) Romania, Senegal 19/06/1980 20/05/1984

Bangladesh - United Kingdom 
BIT (1980)

Bangladesh,
United Kingdom 19/06/1980 19/06/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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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 Sri Lanka BIT 
(1980)

Singapore, Sri 
Lanka 09/05/1980 30/09/1980

Senegal - United Kingdom 
BIT (1980)

Senegal, United 
Kingdom 07/05/1980 09/02/1984

Egypt - Finland BIT (1980) Egypt, Finland 05/05/1980 22/01/1982

France - Sri Lanka BIT 
(1980) France, Sri Lanka 10/04/1980 19/04/1982

Kuwait - Morocco BIT 
(1980) Kuwait, Morocco 03/04/1980 　
Korea, Republic of - Sri 
Lanka BIT (1980)

Korea,
Republic of Sri 
Lanka

28/03/1980 15/07/1980

BLEU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 Cameroon  
 BIT (1980)

BLEU(Belgium-Lux
embourg Economic 
Union),
Cameroon

27/03/1980 01/11/1981

Sri Lanka - United Kingdom 
BIT (1980)

Sri Lanka, United 
Kingdom 13/02/1980 18/12/1980

BLEU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 Malaysia  
 BIT (1979)

BLEU(Belgium-Lux
embourg Economic 
Union), Malaysia

22/11/1979 08/02/1982

Montenegro - Poland BIT 
(1979) Montenegro, Poland 25/10/1979 　
Germany - Romania BIT 
(1979) Germany, Romania 12/10/1979 10/01/1981

Jordan - United Kingdom 
BIT (1979)

Jordan, United 
Kingdom 10/10/1979 24/04/1980

Netherlands - Senegal BIT 
(1979)

Netherlands, 
Senegal 03/08/1979 05/05/1981

Germany - Nigeria BIT 
(1979) Germany, Nigeria 25/06/1979 04/02/1986

Germany - Oman BIT (1979) Germany, Oman 25/06/1979 04/02/1986

Gabon - Romania BIT (1979) Gabon, Romania 11/04/1979 18/09/1982

France - Liberia BIT (1979) France, Liberia 23/03/1979 22/01/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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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 Sweden BIT 
(1979) Malaysia, Sweden 03/03/1979 06/07/1979

Gabon - Morocco BIT (1979) Gabon, Morocco 13/01/1979 07/11/1979

Romania - Sudan BIT (1978) Romania, Sudan 08/12/1978 　
France - Paraguay BIT (1978) France, Paraguay 30/11/1978 11/12/1980

Thailand - United Kingdom 
BIT (1978)

Thailand, United 
Kingdom 28/11/1978 11/08/1979

BLEU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 Singapore  
 BIT (1978)

BLEU(Belgium-Lux
embourg Economic 
Union), Singapore

17/11/1978 27/11/1980

Bosnia and Herzegovina - 
Sweden BIT (1978)

Bosnia and 
Herzegovina,
Sweden

11/11/1978 21/11/1979

Croatia - Sweden BIT (1978) Croatia, Sweden 10/11/1978 21/11/1979

Slovenia - Sweden BIT 
(1978) Slovenia, Sweden 10/11/1978 21/11/1979

Serbia - Sweden BIT (1978) Serbia, Sweden 10/11/1978 21/11/1979

El Salvador - France BIT 
(1978) El Salvador, France 20/09/1978 12/12/1992

France - Sudan BIT (1978) France, Sudan 31/07/1978 05/07/1980

Egypt - Sweden BIT (1978) Egypt, Sweden 15/07/1978 29/01/1979

Benin - Germany BIT (1978) Benin, Germany 29/06/1978 18/07/1985

BLEU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 Romania  
 BIT (1978)

BLEU(Belgium-Lux
embourg Economic 
Union), Romania

08/05/1978 01/05/1980

Mali - Switzerland BIT 
(1978) Mali, Switzerland 08/03/1978 08/12/1978

Singapore - Switzerland BIT 
(1978)

Singapore, 
Switzerland 06/03/1978 03/05/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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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 Switzerland BIT 
(1978)

Malaysia, 
Switzerland 01/03/1978 09/06/1978

France - Jordan BIT (1978) France, Jordan 23/02/1978 18/10/1979

Pakistan - Romania BIT 
(1978) Pakistan, Romania 21/01/1978 31/10/1978

France - Korea, Republic of 
BIT (1977)

France, Republic of 
Korea 28/12/1977 01/02/1979

France - Syrian Arab 
Republic BIT (1977)

France, Syrian Arab 
Republic 28/11/1977 01/03/1979

Germany - Syrian Arab 
Republic BIT (1977)

Germany,
Syrian Arab 
Republic

02/08/1977 20/04/1980

Germany - Mali BIT (1977) Germany, Mali 28/06/1977 16/05/1980

Switzerland - Syrian Arab 
Republic BIT (1977)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22/06/1977 10/08/1978

Egypt - Serbia BIT (1977) Egypt, Serbia 03/06/1977 20/03/1979

Egypt - Sudan BIT (1977) Egypt, Sudan 28/05/1977 14/03/1978

Egypt - Iran, Islamic 
Republic of BIT (1977)

Egypt,
Islamic Republic of 
Iran

25/05/1977 　
BLEU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 Egypt 
BIT   (1977)

BLEU(Belgium-Lux
embourg Economic 
Union), Egypt

28/02/1977 20/09/1978

Egypt - Japan BIT (1977) Egypt, Japan 28/01/1977 14/01/1978

France-Romania BIT (1976) France, Romania 16/12/1976 01/08/1978

Jordan - Switzerland BIT 
(1976) Jordan, Switzerland 11/11/1976 02/03/1977

Egypt - Netherlands BIT 
(1976) Egypt, Netherlands 30/10/1976 01/01/1978

Mauritania - Switzerland BIT 
(1976)

Mauritania, 
Switzerland 09/09/1976 30/05/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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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 Malta BIT (1976) France, Malta 11/08/1976 01/01/1978

Germany - Israel BIT (1976) Germany, Israel 24/06/1976 14/04/1980

France - Philippines BIT 
(1976) France, Philippines 14/06/1976 01/07/1976

Egypt - Morocco BIT (1976) Egypt, Morocco 03/06/1976 07/09/1978

Indonesia - United Kingdom 
BIT (1976)

Indonesia, United 
Kingdom 27/04/1976 24/03/1977

Romania - United Kingdom 
BIT (1976)

Romania, United 
Kingdom 19/03/1976 22/11/1976

Korea, Republic of - United 
Kingdom BIT (1976)

Republic of Korea,
United Kingdom 04/03/1976 04/03/1976

Senegal - Syrian Arab 
Republic BIT (1975)

Senegal,
Syrian Arab 
Republic

14/11/1975 　
France - Singapore BIT 
(1975) France, Singapore 08/09/1975 18/10/1976

Singapore - United Kingdom 
BIT (1975)

Singapore, United 
Kingdom 22/07/1975 22/07/1975

France - Morocco BIT (1975) France, Morocco 15/07/1975 13/12/1976

Egypt - United Kingdom BIT 
(1975)

Egypt, United 
Kingdom 11/06/1975 24/02/1976

Korea, Republic of - Tunisia 
BIT (1975)

Republic of Korea, 
Tunisia 23/05/1975 28/11/1975

France - Malaysia BIT (1975) France, Malaysia 24/04/1975 01/08/1976

Egypt - France BIT (1974) Egypt, France 22/12/1974 01/10/1975

BLEU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 Korea,   
Republic of BIT (1974)

BLEU(Belgium-Lux
embourg Economic 
Union), Republic of 
Korea,

20/12/1974 03/09/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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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f - 
Netherlands BIT (1974)

Republic of Korea,
Netherlands 16/10/1974 01/06/1975

Germany - Malta BIT (1974) Germany, Malta 17/09/1974 14/12/1975

Germany - Jordan BIT (1974) Germany, Jordan 15/07/1974 10/10/1977

Egypt - Germany BIT (1974) Egypt, Germany 05/07/1974 22/07/1978

Germany - Yemen BIT 
(1974) Germany, Yemen 21/06/1974 19/12/1978

Indonesia - Switzerland BIT 
(1974)

Indonesia, 
Switzerland 06/06/1974 09/04/1976

Paraguay - South Africa BIT 
(1974)

Paraguay,
South   Africa 03/04/1974 16/06/1974

France - Serbia BIT (1974) France, Serbia 28/03/1974 03/03/1975

France-Montenegro BIT France, Montenegro 28/03/1974 03/03/1975

Sudan - Switzerland BIT 
(1974) Sudan, Switzerland 17/02/1974 14/12/1974

Germany - Singapore BIT 
(1973) Germany, Singapore 03/10/1973 01/10/1975

Kuwait - Tunisia BIT (1973) Kuwait, Tunisia 14/09/1973 　

Germany - Haiti BIT (1973) Germany, Haiti 14/08/1973 01/12/1975

Egypt - Switzerland BIT 
(1973) Egypt, Switzerland 25/07/1973 04/06/1974

France - Indonesia BIT 
(1973) France, Indonesia 14/06/1973 29/04/1975

Libya - Tunisia BIT (1973) Libya, Tunisia 06/06/1973 　
France - Mauritius BIT 
(1973) France, Mauritius 22/03/1973 01/04/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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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African Republic - 
Switzerland BIT (1973)

Central African 
Republic,
Switzerland

28/02/1973 04/07/1973

Libya - Malta BIT (1973) Libya, Malta 08/02/1973 19/12/1973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 France BIT   (1972)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rance

05/10/1972 01/03/1975

France - Tunisia BIT (1972) France, Tunisia 30/06/1972 30/06/1972

Netherlands - Thailand BIT 
(1972)

Netherlands, 
Thailand 06/06/1972 03/03/1973

Netherlands - Singapore BIT 
(1972)

Netherlands, 
Singapore 16/05/1972 07/09/1973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 Switzerland BIT   
(1972)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witzerland

10/03/1972 10/05/1973

Gabon - Switzerland TIA 
(1972) Gabon, Switzerland 28/01/1972 18/10/1972

Morocco - Netherlands BIT 
(1971)

Morocco, 
Netherlands 23/12/1971 27/07/1978

Switzerland - Uganda BIT 
(1971) Switzerland, Uganda 23/08/1971 08/05/1972

Malaysia - Netherlands BIT 
(1971)

Malaysia, 
Netherlands 15/06/1971 13/09/1972

Germany - Mauritius BIT 
(1971) Germany, Mauritius 25/05/1971 27/08/1973

Korea, Republic of - 
Switzerland BIT (1971)

Republic of Korea,
Switzerland 07/04/1971 07/04/1971

Kenya - Netherlands BIT 
(1970) Kenya, Netherlands 11/09/1970 11/06/1979

Netherlands - Sudan BIT 
(1970) Netherlands, Sudan 22/08/1970 27/03/1972

Netherlands - Uganda BIT 
(1970)

Netherlands, 
Uganda 24/04/1970 　

BLEU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 Indonesia  
 BIT (1970)

BLEU(Belgium-Lux
embourg Economic 
Union), Indonesia

15/01/1970 17/06/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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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 Norway BIT 
(1969) Indonesia, Norway 26/11/1969 　
Côte d'Ivoire - Italy BIT 
(1969) Côte d'Ivoire, Italy 23/07/1969 　

Chad - Italy BIT (1969) Chad, Italy 11/06/1969 11/06/1969

Gabon - Germany BIT (1969) Gabon, Germany 16/05/1969 29/03/1971

Burkina Faso - Switzerland 
BIT (1969)

Burkina Faso, 
Switzerland 06/05/1969 15/09/1969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 Germany BIT   
(1969)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Germany

18/03/1969 22/07/1971

Gabon - Italy BIT (1968) Gabon, Italy 18/11/1968 　
Germany - Indonesia BIT 
(1968) Germany, Indonesia 08/11/1968 19/04/1971

Indonesia - Netherlands BIT 
(1968)

Indonesia, 
Netherlands 07/07/1968 17/07/1971

Ecuador - Switzerland BIT 
(1968)

Ecuador, 
Switzerland 02/05/1968 11/09/1969

Denmark - Indonesia BIT 
(1968) Denmark, Indonesia 30/01/1968 02/07/1968

Italy - Malta BIT (1973) Italy, Malta 28/07/1967 15/10/1973

Germany - Rwanda BIT 
(1967) Germany, Rwanda 18/05/1967 28/02/1969

Chad - Germany BIT (1967) Chad, Germany 11/04/1967 23/11/1968

Senegal - Sweden BIT (1967) Senegal, Sweden 24/02/1967 23/02/1968

Chad - Switzerland BIT 
(1967) Chad, Switzerland 21/02/1967 31/10/1967

Germany - Zambia BIT 
(1966) Germany, Zambia 10/12/1966 25/0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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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 Uganda BIT 
(1966) Germany, Uganda 29/11/1966 19/08/1968

Côte d'Ivoire - Germany BIT 
(1966)

Côte d'Ivoire, 
Germany 27/10/1966 10/06/1968

Madagascar - Norway BIT 
(1966)

Madagascar, 
Norway 13/05/1966 28/09/1967

Egypt - Kuwait BIT (1966) Egypt, Kuwait 02/05/1966 09/08/1966

Benin - Switzerland BIT 
(1966) Benin, Switzerland 20/04/1966 06/10/1973

Madagascar - Sweden BIT 
(1966)

Madagascar, 
Sweden 02/04/1966 23/06/1967

Kuwait - United Arab 
Emirates BIT (1966)

Kuwait, United 
Arab Emirates 12/02/1966 　

Germany - Iran, Islamic 
Republic of BIT (1965)

Germany, 
Islamic Republic of 
Iran

11/11/1965 06/05/1968

Congo - Germany BIT (1965) Congo, Germany 13/09/1965 14/10/1967

Costa Rica - Switzerland BIT 
(1965)

Costa  Rica, 
Switzerland 01/09/1965 18/08/1966

Côte d'Ivoire - Sweden BIT 
(1965)

Côte d'Ivoire, 
Sweden 27/08/1965 03/11/1966

Central African Republic - 
Germany BIT (1965)

Central African 
Republic,
Germany

23/08/1965 21/01/1968

Cameroon - Netherlands BIT 
(1965)

Cameroon, 
Netherlands 06/07/1965 07/05/1966

Ecuador - Germany BIT 
(1965) Ecuador, Germany 28/06/1965 　
Switzerland - United Republic 
of Tanzania BIT (1965)

Switzerland,
United Republic of 
Tanzania,  

03/05/1965 16/09/1965

BLEU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 Morocco  
 BIT (1965)

BLEU(Belgium-Lux
embourg Economic 
Union), Morocco

28/04/1965 18/10/1967

Côte d'Ivoire - Netherlands 
BIT (1965)

Côte d'Ivoire, 
Netherlands 26/04/1965 08/09/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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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 Sierra Leone BIT 
(1965)

Germany, Sierra 
Leone 08/04/1965 10/12/1966

Germany - United Republic 
of Tanzania BIT (1965)

Germany, United 
Republic of 
Tanzania

30/01/1965 12/07/1968

Malta - Switzerland BIT 
(1965) Malta, Switzerland 20/01/1965 　

Germany - Niger BIT (1964) Germany, Niger 29/10/1964 10/01/1966

Iraq - Kuwait BIT (1964) Iraq, Kuwait 25/10/1964 07/06/1966

BLEU (Belgium-Luxembourg 
Economic Union) - Tunisia   
BIT (1964)

BLEU(Belgium-Lux
embourg Economic 
Union), Tunisia

15/07/1964 09/03/1966

Ethiopia - Germany BIT 
(1964) Ethiopia, Germany 21/04/1964 　
Madagascar - Switzerland BIT 
(1964)

Madagascar, 
Switzerland 17/03/1964 31/03/1966

Guinea - Italy BIT (1964) Guinea, Italy 20/02/1964 20/02/1964

Germany - Korea, Republic 
of BIT (1964)

Germany, Republic 
of Korea, 04/02/1964 15/01/1967

Germany - Senegal BIT 
(1964) Germany, Senegal 24/01/1964 16/01/1966

Switzerland - Togo BIT 
(1964) Switzerland, Togo 17/01/1964 09/08/1966

Germany - Tunisia BIT 
(1963) Germany, Tunisia 20/12/1963 06/02/1966

Germany - Sri Lanka BIT 
(1963) Germany, Sri Lanka 08/11/1963 07/12/1966

Rwanda - Switzerland TIA 
(1963)

Rwanda, 
Switzerland 15/10/1963 15/10/1963

France-Tunisia BIT (1963) France, Tunisia 09/08/1963 08/09/1963

France-Tunisia BIT (1963) France, Tunisia 09/08/1963 09/08/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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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ia - Switzerland BIT 
(1963) Liberia, Switzerland 23/07/1963 22/09/1964

Netherlands - Tunisia BIT 
(1963) Netherlands, Tunisia 23/05/1963 19/12/1964

Germany - Sudan BIT (1963) Germany, Sudan 07/02/1963 24/01/1967

Cameroon - Switzerland BIT 
(1963)

Cameroon, 
Switzerland 28/01/1963 06/04/1964

Congo - Switzerland BIT 
(1962) Congo, Switzerland 18/10/1962 11/07/1964

Germany - Madagascar BIT 
(1962)

Germany, 
Madagascar 21/09/1962 21/03/1966

Senegal - Switzerland BIT 
(1962)

Senegal, 
Switzerland 16/08/1962 13/08/1964

Cameroon - Germany BIT 
(1962) Cameroon, Germany 29/06/1962 21/11/1963

Côte d'Ivoire - Switzerland 
BIT (1962)

Côte d'Ivoire, 
Switzerland 26/06/1962 18/11/1962

Germany - Turkey BIT 
(1962) Germany, Turkey 20/06/1962 16/12/1965

Guinea - Switzerland BIT 
(1962) Guinea, Switzerland 26/04/1962 29/07/1963

Germany - Guinea BIT 
(1962) Germany, Guinea 19/04/1962 13/03/1965

Niger - Switzerland BIT 
(1962) Niger, Switzerland 28/03/1962 17/11/1962

Germany - Thailand BIT 
(1961) Germany, Thailand 13/12/1961 10/04/1965

Germany - Liberia BIT 
(1961) Germany, Liberia 12/12/1961 22/10/1967

Switzerland - Tunisia BIT 
(1961) Switzerland, Tunisia 02/12/1961 19/01/1964

Germany - Morocco BIT 
(1961) Germany, Morocco 31/08/1961 21/01/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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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 Togo BIT (1961) Germany, Togo 16/05/1961 21/12/1964

Germany - Greece BIT 
(1961) Germany, Greece 27/03/1961 15/07/1963

Germany - Malaysia BIT 
(1960) Germany, Malaysia 22/12/1960 06/07/1963

Germany - Pakistan BIT 
(1959) Germany, Pakistan 25/11/1959 28/04/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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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31)

231) 출처 : Kenneth J. Vandevelde, U.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Oxford, 2009), Annex I, pp. 165-239;  Chester Brown, Commentaries on 
Selected Model Investment Treaties (Oxford, 2013), pp. 39, 316, 580, 743.

Austria Model BIT (Feb. 1994)

ARTICLE 8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1) Any dispute arising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s far as possible, be settled 
amicably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In case both Contracting Parties are members of the Washington Agreement of 
18 March, 1965 (ICSID): 
(2) If a dispute according to paragraph (1) cannot be settled within three months 
of a written notification of sufficiently detailed claims, the dispute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Contracting Party or of the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e submitted for conciliation or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pened for signature in Washington on March 18th, 1965. In case of arbitration, 
each Contracting Party, by this Agreement irrevocably consents in advance, even 
in the absence of an individual arbitral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y 
and the investor, to submit any such disputes to this Centre and to accept the 
award as binding. This consent implies the renunciation of the requirement that 
the internal administrative or juridical remedies should be exhausted.)
((2) If a dispute according to paragraph (1) cannot be settled within three months 
of the receipt of a written notification of sufficiently detailed claims, the dispute 
shall upon request of the Contracting Party or of the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e settled through arbitration by three arbitrators in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s amended by the last amendment 
accepted by both Contracting Parties at the time of the request for initiation of 
the arbitration procedure. The Contracting Party submits itself to the arbitral 
tribunal mentioned also in the case that no such agreement for arbitration exists.)

Denmark Model BIT (29 Nov. 1991)
ARTICLE 9

Disputes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1) Any dispute which may arise between an investor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connection with an investment on the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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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dispute.
(2) If any dispute between an investor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tinues to exist after a period of three months, investor shall 
be entitled to submit
the case either to:

(a)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having 
regard to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pened for 
signature at Washington, DC. On 18 March 1965, or in case both 
Contracting Parties have not become parties to this Convention,
(b) an arbitrator or international ad hoc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The parties to the dispute may agree in writing to modify these Rules. 
The arbitral awards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both Parties to the dispute.

Germany Model BIT (Feb. 1991)

ARTICLE 11

(1) Divergencies concerning investments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 
national or compan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ould as far as possible be 
settled amicably between the parties in dispute.
(2) If the divergency cannot be settled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when it 
has been raised by one of the parties in dispute, it shall, at the request of the 
national or compan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be submitted for arbitration. 
Unless the parties in dispute agree otherwise, the divergency shall be submitted 
for arbitration under the Convention of 18 March 1965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3)The award shall be binding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ppeal or remedy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e said Convention. The award shall be 
enforced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
(4) During arbitration proceedings or the enforcement of an award, the 
Contracting Party involved in the dispute shall not raise the objection that the 
national or compan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as received compensation 
under an insurance contract in respect of all or part of the damage.

Hong Kong Model BIT 

ARTICLE 8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A dispute between an investor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an investment of the former in the area of the latter 
which has not been settled amicably, shall, after a period of six month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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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notification of the claim, be submitted to such procedures for settlement 
as may be agreed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If no such procedures have 
been agreed within that six month period,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be 
bound to submit it to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as then in force. The parties 
may agree in writing to modify those Rules.

Netherlands Model BIT (May 1993)

ARTICLE 9

Each Contracting Party hereby consents to submit any legal dispute arising 
between that Contracting Party and a national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an investment of that national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arbitration un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pened for signature at Washington on 18 March 1965. A legal person which is 
a national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which before such a dispute arises is 
controlled by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2) (b) of the Convention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be treated 
as a national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wiss Model BIT (1 Jun 1986)

ARTICLE 9

(1) For the purpose of solving disputes with respect to investments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 national or compan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0 of this Agreement (Disputes between Contracting 
Parties), consultations will take place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2) If these consultations do not result in a solution within 12 months and if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gives a written consent,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to the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nstituted by the Convention of Washington of March 18, 
1965,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garding investment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Each party may start the procedure by addressing a request to that effec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Centre as foreseen by Articles 28 and 36 of the above 
mentioned Convention. Should the Parties disagree on whether the conciliation or 
arbitration is the most appropriate procedur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shall have the choice. The Contracting Party which is party to the dispute can, at 
no time whatever during the settlement procedure or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llege the fact that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national or company, 
has received, by Virtue of an insurance contract, a compensation covering the 
whole or part of the incurred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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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n Model BIT (2008)
Article 14: Means of Settlement, Time Periods

(1) A dispute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f possible, be settled by negotiation or consultation. If it 
is not so settled, the investor may choose to submit it for resolution:

(a) to the competent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f the Contracting 
Party, party to the dispute;
(b)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previously agreed dispute settlement 

Great Britain Model BIT 

ARTICLE 8
Reference to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1) Each Contracting Party hereby consents to submit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e”)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arbitration un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pened for signature at Washington on 18 March 1965 any legal dispute arising 
between that Contracting Party and a national or compan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an investment of the latter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2) A company which is incorporated or constituted under the law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in which before such a dispute arises the 
majority of shares are owned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2) (b) of the Convention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s a compan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If any such dispute should arise and agreement cannot be reached within 
three months between the parties to this dispute through pursuit of local remedies 
or otherwise, then, if the national or company affected also consents in writing to 
submit the dispute to the Centre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arbitration under 
the Convention, either party may institute proceedings by addressing a request to 
that effec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Centre as provided in Articles 28 and 
36 of the Convention. In the event of disagreement as to whether conciliation or 
arbitration is the more appropriate procedure the national or company affected 
shall have the right to choose. The Contracting Party which is a party to the 
dispute shall not raise as an objection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s or 
enforcement of an award the fact that the national or company which is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has received in pursuance of an insurance contract an 
indemnity in respect of some or all of his or its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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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or
(c)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o:

(i)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the 
Centre’), established pursuant to the Convention of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signed in Washington on 18 March 1965 (‘the ICSID Convention’), i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investor and the Contracting Party, party to 
the dispute, are both parties to the ICSID Convention;
(ii) the Centre under the rules governing the Additional Fac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Proceedings by the Secretariat of the Centre, if the 
Contracting Party of the investor or the Contracting Party, party to the 
dispute, but not both, is a party to the ICSID Convention;
(iii) a sole arbitrator or an ad hoc arbitration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iv)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a sole arbitrator or an 
ad hoc tribunal under its rules of arbitration.

(2) A dispute may be submitted for resolution pursuant to paragraph 1(a) of this 
Article after 60 days from the date notice of intent to do so was provided to 
the Contracting Party, party to the dispute, but not later than five years from the 
date the investor first acquired or should have acquired knowledge of the events 
which gave rise to the dispute.
Germany’s Model BIT (2009)

Article 10: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1) Disputes concerning investments 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ould as far as possible be settled amicably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help them reach an amicable settlement, 
the parties to the dispute also have the option of agreeing to institute 
conciliation proceedings un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f 18 March 1965 
(ICSID).
(2) If the dispute cannot be settled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n which it 
was raised by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it shall, at the request of the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e submitted to arbitration. The two 
Contracting States hereby declare that they unreservedly and bindingly consent to 
the dispute being submitted to one of the following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f the investor’s choosing:

1. arbitr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pursuant to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f 18 
March 1965 (ICSID), provided both Contracting States are members of this 
Convention, or
2. arbitr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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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Disputes pursuant to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f 18 
March 1965 (ICSI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n the Additional Fac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Proceedings by the Secretariat of the Centre, 
where the personal or factual preconditions for proceedings pursuant to 
figure 1 do not apply, but at least one Contracting State is a member of 
the Convention referred to therein, or 
3. an individual arbitrator or an ad—hoc arbitral tribunal which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as in force at the commencement 
of the proceedings, or 
4. an arbitral tribunal which i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Dispute 
Resolution Rule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 or the 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or 
5. any other form of dispute settlement agre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3) The award shall be binding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ppeal or 
remedy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or arbitral rules on 
which the arbitral proceedings chosen by the investor are based. The award shall 
be enforced by the Contracting States as a final and absolute ruling under 
domestic law.
Netherlands Model BIT (2004)

Article 9: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Each Contracting Party hereby consents to submit any legal dispute arising 
between that Contracting Party and a national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an investment of that national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arbitration un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pened for signature at Washington on 18 March 1965. A legal person which is 
a national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which before such a dispute arises is 
controlled by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2) (b) of the Convention, for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be 
treated as a national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ited Kingdom Model BIT (2008)

[Preferred]
Article 8: Reference to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1) Each Contracting Party hereby consents to submit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re’)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arbitration un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pened for signature at Washington DC on 18 March 1965 any leg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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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ing between that Contracting Party and a national or compan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an investment of the latter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2) A company which is incorporated or constituted under the law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in which before such a dispute arises 
the majority of shares are owned by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2)(b) of the Convention be 
treated for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as a compan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If any such dispute should arise and agreement cannot be reached within 
three months between the parties to this dispute through pursuit of local 
remedies or otherwise, then, if the national or company affected also consents in 
writing to submit the dispute to the Centre for settlement by conciliation or 
arbitration under the Convention, either party may institute proceedings by 
addressing a request to that effec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Centre as 
provided in Articles 28 and 36 of the Convention. In the event of disagreement 
as to whether conciliation or arbitration is the more appropriate procedure the 
national or company affected shall have the right to choose. The Contracting 
Party which is a party to the dispute shall not raise as an objection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s or enforcement of an award the fact that the national or 
company which is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has received in pursuance of an 
insurance contract an indemnity in respect of some or all of his or its losses.
(4)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pursue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any 
dispute referred to the Centre unless: 

(a) the Secretary-General of the Centre, or a conciliation commission or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by it, decides that the dispute is not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or
(b)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fail to abide by or to comply with any 
award rendered by an arbitral tribunal.

[Alternative]
Article 8: Settlement of Disputes between an Investor and a Host State

(1) Disputes between a national or company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an obligation of the latter under this 
Agreement in relation to an investment of the former which have not been 
amicably settled shall, after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written notification of 
a claim, be submitted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if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so wishes.
(2) Where the dispute is referred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national or 
company and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in the dispute may agree to refer 
the dispute either to:

(a)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having regard to the provisions, where applicable, of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 133 -

States, opened for signature at Washington DC on 18 March 1965 and the 
Additional Fac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Fact-Finding Proceedings); or
(b) the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or
(c) an international arbitrator or ad hoc arbitration tribunal to be appointed 
by a special agreement or established 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If after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written notification of the claim there is 
no agreement to one of the above alternative procedures, the dispute shall at the 
request in writing of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as then in force. 
The parties to the dispute may agree in writing to modify thes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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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Effectiveness of the 

“Fork-in-the-Road Claus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Se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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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e fork-in-the-road clauses 

contained in many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s to 

allow foreign investors a choice of forum with respect to 

disputes related to their investments made in the host 

states. However, where fork-in-the-road clauses have 

been invoked by the host states to raise a jurisdictional 

objection in state-investor arbitration proceedings, the 

objection has been hardly granted by the arbitral tribunals. 

This is because, while the tribunals have sought to 

determine whe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disputes” are sufficiently similar to trigger the clauses, 

they often base their approach on the “triple identity 

test” adopted from the res judicata principle, which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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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es out the investment arbitration claims from other 

proceedings such as claims before domestic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f the host state. This trend of 

jurisprudence, however, has made the fork-in-the-road 

clauses almost ineffective in application. While there are a 

few different standards, other than the triple identity test, 

applicable to fork-in-the-road clauses, these standards 

still remain as minor views devoid of sufficient support 

from lawyers and legal scholars.

In reviewing the history of fork-in-the-road 

clauses, the basic concept of the clause was first 

introduced by the U.S. government when it negotiated the 

draft text of it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program in early 1980s. Although the draft text of the 

clause evolved in a way to reflect the host state’s policy 

interests by mid-1990s, the drafters apparently failed to 

anticipate the clause's effectiveness issue as set out above. 

However, this seems to be a natural consequence resulting 

from the history of the clause. Arbitral tribunals started to 

experience such an effectiveness problem only in early 

2000s when the number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cases 

explosively increased, therefore, they could actually test 

the fork-in-the-road clause in the context of host states' 

jurisdictional objections. Accordingly, it is a reasonable 

conclusion that the drafters of the fork-in-the-road 

clauses in early 1980s and 1990s had no opportuni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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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 such jurisprudence of the arbitral tribunals that 

would actually apply the clauses.

 

Given that the purpose of a fork-in-the-road clause 

is to avoid abusive parallel or duplicative proceedings for 

investment disputes, states may seek alternative treaty 

provisions that can better serve that purpose. For example, 

as most fork-in-the road clauses refer to a choice of 

forum with respect to “disputes” rather than government 

“measures,” the states may amend the clause by 

replacing the phrase based on“disputes” with something 

else about, e.g., government “measures.” Otherwise, 

“wavier clause” as contained in many free trade 

agreements or the U.S. Models BITs introduced after 

2000s could be another alternative treaty option that can 

address the effectiveness question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fork-in-the-road clauses.

Keywords: fork-in-the-road claus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nvestor-state arbitration, res 

judicata, lis pendens, triple identity test, waiver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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